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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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따라서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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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3.2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9년 7월 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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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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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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

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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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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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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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선취판매수수료(A 클래스 선취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1.0% 이내, Ae 클래스 선취수

수료율 : 납입금액의 0.5% 이내, Ag 클래스 선취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0.7% 이내)가 부과되는 펀

드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판매사회사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

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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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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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

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이 "삼성애버딘미국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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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펀드 코드: CS50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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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미국 성장주 투자에 따른  특정국가 집중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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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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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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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내  0.930%  0.600% 1.0%  1.589%    257    419    588    954  2,038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330%  1.000% 1.28%  1.988%    199    403    617  1,079  2,449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0.620%  0.290% 0.63%  1.279%    177    308    445    740  1,6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830%  0.500% 0.85%  1.488%    149    302    462    808  1,8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없음  1.230%  0.900%  1.887%    189    383    586  1,024  2,3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C-Pe) 없음  0.780%  0.450%  1.437%    144    291    446    780  1,7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Cp(퇴직연금)) 없음  1.030%  0.700%  1.688%    169    342    524    916  2,0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Cpe(퇴직연금)) 없음  0.680%  0.350%  1.337%    134    271    415    726  1,6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S)

3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
의 100분의 0.15이내  0.580%  0.250%  1.230%    138    264    396    681  1,5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없음  0.530%  0.200%  1.180%    118    239    366    640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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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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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

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

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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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9-07-10  -14.58  -10.51    8.41    3.66

비교지수(%) 2019-07-10   -9.83   -2.27   15.78    9.88

수익률 변동성(%) 2019-07-10   22.46   18.93   19.87   20.33

종류 최초설정일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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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
경력년수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경세 1977 책임(팀장) 41개    4,556억원 -3.67% -4.08% -4.8% -6.68% 16년 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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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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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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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 자산(외화노출 부분)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

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헤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

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표

시통화와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일부 또는 전체 해외 주식의 표시통화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1

집합투자증권 투

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신탁 집합투자

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

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

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

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

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

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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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
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8영업일(D+7)에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9영업일(D+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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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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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19년 7월 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효력발생일 2023. 3.23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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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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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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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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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S5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S518

수수료선취-온라인(Ae) CS51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S5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S5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S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S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CS5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CS5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S5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S5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R8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CS5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S5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Cp-f(퇴직연금)) CS5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CS5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CS57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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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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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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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S5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S518

수수료선취-온라인(Ae) CS51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S5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S5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S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S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CS5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CS5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S5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S5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R8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CS5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S5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Cp-f(퇴직연금)) CS5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CS5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CS57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9. 7.10 최초 설정

2020.11. 6 운용역 변경(조성호 운용역 → 차영상 운용역)

2023. 3.23 운용역 변경(차영상 운용역→박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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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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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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15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경세 1977 책임(팀장) 41개    4,556억원 -3.67% -4.08% -4.8% -6.68% 16년 0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경세

2002년 01월 ~ 2005년 12월 AIG

2006년 12월 ~ 2010년 12월 동부자산운용

2011년 01월 ~ 2021년 04월 국민연금공단

2021년 05월 ~ 現 삼성자산운용 멀티매니저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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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2019. 7.10 ~ 2020.11. 5

차영상 2020.11. 6 ~ 2023. 3.22

박경세 2023. 3.23 ~ 현재

주1) 2023. 3.23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삼성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운용전문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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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경세 1977 책임(팀장) 41개    4,556억원 -3.67% -4.08% -4.8% -6.68% 16년 0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경세

2002년 01월 ~ 2005년 12월 AIG

2006년 12월 ~ 2010년 12월 동부자산운용

2011년 01월 ~ 2021년 04월 국민연금공단

2021년 05월 ~ 現 삼성자산운용 멀티매니저운용팀

운용역 운용 기간

조성호 2019. 7.10 ~ 2020.11. 5

차영상 2020.11. 6 ~ 2023. 3.22

박경세 2023. 3.23 ~ 현재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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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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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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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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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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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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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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10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9.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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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10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9.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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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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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이

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미설정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미설정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

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2020. 2.26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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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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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

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

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

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0분

의 1.0이

내

- 없음 0.30 0.60 0.03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5이

내

- 없음 0.30 0.29 0.03 -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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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7이

내

- 없음 0.30 0.42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없음 0.30 1.00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없음 0.30 0.50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 - 없음 0.30 0.69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없음 0.30 0.03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 - 없음 0.30 0.30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없음 0.30 0.00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 - 없음 0.30 0.90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없음 0.30 0.45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 - 없음 0.30 0.70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 - 없음 0.30 0.35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 - 없음 0.30 0.01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

의 100분

의 0.15이

내

없음 0.30 0.25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 - 없음 0.30 0.20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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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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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 60% 이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

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

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등은 주로 각국의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미국그로스증

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1) 기본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에 설

립되어 있는 펀드 중 삼성자산운용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엄선한 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

입니다.

   ② 작성일 현재, 당사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선별된 펀

드는 T.Rowe Price의 US Large-Cap Growth Equity Fund(Class

I)입니다. 향후 삼성자산운용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다른

유사한 펀드로 교체되거나 복수의 펀드로 분산되어 투자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집합투자기구 운용전략

   ① 미국 주식 중 평균 이상의 지속가능한 이익 성장 가능성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대형주식에 분산 투자합

니다.

- 투자기간 : Long Term Growth 전략, 2~5년의 투자종목 보유

기간

- 투자방법 : 심도깊은 Fundamental 리서치 수행, 165명 내외

의 주식 애널리스트 보유

- 포트폴리오 : High Conviction 포트폴리오, 60~75개 내외 종

목 보유

   ② 투자 프로세스 : 리서치 기반, Bottom up  기반의 접근

은 T.Rowe Price 투자 프로세스의 핵심

a. 유니버스 결정(500개 내외 기업) : 시가총액 기준 8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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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USD 이상의 기업 대상, 대부분 미국 기업

b. Growth 스크리닝(150~200개 내외 기업) : EPS 성장 전망치

가 +10% 이상이고 과거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축소

하여, 성장속도가 낮고 장기간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제

외

c. 펀더멘털 리서치 & 분석(80개~120개 내외 기업) : 산업군

리서치 및 개별 종목 리서치 等 심도 깊은 리서치를 통하여 전

단계에서 선정된 종목들의 Earnings 성장률이 +10%를 상회하는

지 확인하며, 포트폴리오 운용팀의 개별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선정 종목들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

d. 포트폴리오 구성(60개~75개 내외 기업) : 3년 기간 동안 가

장 설득력 있고 확신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자체

Alloca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e. 포트폴리오 관리 및 리밸런싱 : 지속적인 모니터링下 예상

치 못한 펀더멘터 악화, 극단적 밸류에이션, 더 나은 투자 대

상 발견 등의 경우 보유종목 리밸런싱

3) 해외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하위펀드에서 수행)

- 포트폴리오 구성時 Sector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회

사 전체의 누적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리스크 관리

- 운용팀 주관下 Citigroup Ram, BARRA analysis 등의 툴을 이

용하여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상적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원칙 수립을 통하여 정량적 관리 및 각종 위원

회 등 내부 조직을 활용하여 전 프로세스에 걸쳐 리스크 모니

터링 실시

4) 해외 집합투자기구 개요

* 티로 프라이스 펀드 시카브 - 미국 대형 성장주 펀드

('03.7.31 설정, '19.5.15 국내등록)

- 운용사: T. Rowe Price (Luxembourg) Management(룩셈부르크

, 1990년 설립)

- 펀드명: T. Rowe Price Funds SICAV - US Large Cap Growth

Equity Fund

- ISIN 코드 / 블룸버그 티커: LU0174119775 / TRPLGEI LX

EQUITY

- 법률 구조: 룩셈부르크 UCITS

- 운용전문인력: Taymour R. Tamaddon

- 비교지수: Russell 1000 Growth Index 100%

- 위험등급: 1~6등급 중 3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투자위험

이 높음,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기준)

- 보수: 운용 0.65%(I 클래스 기준)

- 운용규모('19.6.14기준): USD 2.17Bil.

- 펀드내 자산 비중('19.3월말 기준): 주식 97.14%, 현금

2.86%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

5)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

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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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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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

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

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

니다.

   ① 비교지수: (Russell 1000 Growth Index(KRW)x90%)+ (콜

금리x10%)

   ② Russell 1000 Growth Index 소개 및 선정 사유: FTSE

Russell社가 발표하는 높은 Price to Book Ratio 및 예상 성장

가치를 가진 미국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미국 성장

주 시장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

다고 판단됨.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 2023. 3.16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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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삼성

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하,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활

용한 원-달러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펀더멘탈, 시장상황,

헤지수단 및 헤지대금 규모 등의 영향으로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

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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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미국그로스증

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60% 이상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는 집합투자증권

2) 장내파생상품

2),3) 합산하여 10% 이

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

련 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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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파생상품

2),3) 합산하여 10% 이

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

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4)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5)
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헤지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

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

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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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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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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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

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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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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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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예외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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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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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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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은 집합투자업자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

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

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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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

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

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

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 집합투자기구

가 발행한 집합투자증

권 총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

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

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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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른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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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28

(1)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삼

성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에 설립되어 있는 펀드 중 삼성자산운용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엄선한 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작성일 현재, 당사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선별된 펀드는 T.Rowe Price의 US Large-Cap

Growth Equity Fund(Class I)입니다. 향후 삼성자산운용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다른 유사

한 펀드로 교체되거나 복수의 펀드로 분산되어 투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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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

다.

1) 비교 지수: (Russell 1000 Growth Index x 90%) + (콜금리 x 10%)

2) Russell 1000 Growth Index 소개 및 선정 사유: FTSE Russell社가 발표하는 높은 Price to

Book Ratio 및 예상 성장가치를 가진 미국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미국 성장주 시장

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헷지 전략(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헷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헷지 거

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주로 선물(Futures)]또는 장외파생상품[주로 선물환

(Forward)]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헷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

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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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헷지란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주로 선물(Futures)]또는 장외파생상품[주로 선물환(Forward)]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 대 외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

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주식, 채권 또는 어음 등의 외화표시 자산 등

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중에 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

승(원화가치의 하락)하는 경우 투자한 외화표시 자산등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환헤지를 위한 통

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7)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

와 같습니다.

2)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외화표시자산의 80 ~ 110 93.71 6.29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한 비율 환율변화와 동일한 방향 손익이 발생한 비율

주1)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

한 외화표시자산 등의 가치 변동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

하고 있는 총 외화표시자산 등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주2) 목표한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

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

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

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

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

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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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모투

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기본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에 설립되어 있는 펀드 중

삼성자산운용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엄선한 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

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② 작성일 현재, 당사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선별된 펀드는 T.Rowe Price의

US Large-Cap Growth Equity Fund(Class I)입니다. 향후 삼성자산운용의 정

량/정성 분석을 통해 다른 유사한 펀드로 교체되거나 복수의 펀드로 분산되

어 투자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집합투자기구 운용전략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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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주식 중 평균 이상의 지속가능한 이익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으로 판단되는 미국 대형주식에 분산 투자합니다.

- 투자기간 : Long Term Growth 전략, 2~5년의 투자종목 보유기간

- 투자방법 : 심도깊은 Fundamental 리서치 수행, 165명 내외의 주식 애널

리스트 보유

- 포트폴리오 : High Conviction 포트폴리오, 60~75개 내외 종목 보유

② 투자 프로세스 : 리서치 기반, Bottom up  기반의 접근은 T.Rowe Price 투

자 프로세스의 핵심

a. 유니버스 결정(500개 내외 기업) : 시가총액 기준 8 billion USD 이상의

기업 대상, 대부분 미국 기업

b. Growth 스크리닝(150~200개 내외 기업) : EPS 성장 전망치가 +10% 이상

이고 과거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축소하여, 성장속도가 낮고 장

기간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제외

c. 펀더멘털 리서치 & 분석(80개~120개 내외 기업) : 산업군 리서치 및 개

별 종목 리서치 等 심도 깊은 리서치를 통하여 전단계에서 선정된 종목들의

Earnings 성장률이 +10%를 상회하는지 확인하며, 포트폴리오 운용팀의 개별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선정 종목들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

d. 포트폴리오 구성(60개~75개 내외 기업) : 3년 기간 동안 가장 설득력 있

고 확신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자체 Alloca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e. 포트폴리오 관리 및 리밸런싱 : 지속적인 모니터링下 예상치 못한 펀더

멘터 악화, 극단적 밸류에이션, 더 나은 투자 대상 발견 등의 경우 보유종

목 리밸런싱

3) 해외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하위펀드에서 수행)

- 포트폴리오 구성時 Sector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회사 전체의 누적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리스크 관리

- 운용팀 주관下 Citigroup Ram, BARRA analysis 등의 툴을 이용하여 포트폴리

오에 대한 일상적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원칙 수립을 통하여 정량적 관리 및 각종 위원회 등 내부 조직

을 활용하여 전 프로세스에 걸쳐 리스크 모니터링 실시

4) 해외 집합투자기구 개요

* 티로 프라이스 펀드 시카브 - 미국 대형 성장주 펀드('03.7.31 설정,

'19.5.15 국내등록)

- 운용사: T. Rowe Price (Luxembourg) Management(룩셈부르크, 1990년 설립)

- 펀드명: T. Rowe Price Funds SICAV - US Large Cap Growth Equity Fund

- ISIN 코드 / 블룸버그 티커: LU0174119775 / TRPLGEI LX EQUITY

- 법률 구조: 룩셈부르크 UCITS

- 운용전문인력: Taymour R. Tamaddon

- 비교지수: Russell 1000 Growth Index 100%

- 위험등급: 1~6등급 중 3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투자위험이 높음,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기준)

- 보수: 운용 0.65%(I 클래스 기준)

- 운용규모('19.6.14기준): USD 2.17Bil.

- 펀드내 자산 비중('19.3월말 기준): 주식 97.14%, 현금 2.86%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

5)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

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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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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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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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① 비교지수: (Russell 1000 Growth Index(KRW)x90%)+ (콜금리x10%)

② Russell 1000 Growth Index 소개 및 선정 사유: FTSE Russell社가 발표하는

높은 Price to Book Ratio 및 예상 성장가치를 가진 미국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미국 성장주 시장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운용실적 비

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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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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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활용한 원-달러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

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시장상황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수익구조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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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

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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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등 가

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

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

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

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

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

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

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

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이 특정국가에서 거래됨에 따라 특

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

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특정 스타일의 주식(성장주)에 주로 투

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위

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미

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

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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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일일정산 또는 수시

정산 등의 운용방법을 통하여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

기까지 거래 상대방의 부도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이

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더라도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한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 자산(외화노출 부분)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

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헤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와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일부 또

는 전체 해외 주식의 표시통화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

니다.

소규모펀드 관련 위

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

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이 "삼성애버딘미국중소형증

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

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

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

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

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

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

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교체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

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신탁의 투자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

로 변경 및 교체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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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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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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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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히,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성상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

우에는 운용비용의 증가, 지수사용료 등 제반 고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

인 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인덱스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당초에 목표로 한 수익을 달

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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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삼성

미국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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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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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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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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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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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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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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



36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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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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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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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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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 D+1 D+2 D+3 D+4 D+5 D+6 D+7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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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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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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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

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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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영업일 전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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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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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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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18시)이내에 발행회사,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

권정보중개기관(불룸버그, 로이터 등) 등이 공고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

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

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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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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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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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으

로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

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0.7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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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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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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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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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

매시 : 환매

금액의 100분

의 0.15이내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연금전용)

- -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선취,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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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 0.60 0.03 0.00 0.93 0.0089 0.9389 1.0 1.5889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0 0.29 0.03 0.00 0.62 0.0088 0.6288 0.63 1.2788 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30 0.42 0.03 0.00 0.75 실비 0.75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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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30 1.00 0.03 0.00 1.33 0.0077 1.3377 1.28 1.9877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0 0.50 0.03 0.00 0.83 0.0084 0.8384 0.85 1.4884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30 0.69 0.03 0.00 1.02 실비 1.02 - 1.67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30 0.03 0.03 0.00 0.36 실비 0.36 - 1.01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30 0.30 0.03 0.00 0.63 실비 0.63 - 1.28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30 0.00 0.03 0.00 0.33 실비 0.33 - 0.98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0 0.90 0.03 0.00 1.23 0.0073 1.2373 - 1.8873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0 0.45 0.03 0.00 0.78 0.0074 0.7874 - 1.4374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0.30 0.70 0.03 0.00 1.03 0.0075 1.0375 - 1.6875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

직연금))
0.30 0.35 0.03 0.00 0.68 0.0074 0.6874 - 1.3374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Cp-f(퇴직연금))
0.30 0.01 0.03 0.00 0.34 실비 0.34 - 0.99 실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0.30 0.25 0.03 0.00 0.58 실비 0.58 - 1.23 실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

P)
0.30 0.20 0.03 0.00 0.53 실비 0.53 - 1.18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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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7)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

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이나 보수 등은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계산된 예상수치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

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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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303    418,835    588,444    953,526  2,038,4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2,953    288,405    388,630    604,363  1,245,461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7,237    307,895    445,086    740,389  1,617,9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562    176,807    244,263    389,463    820,95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9,020    351,777    501,672    824,321  1,783,1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475    220,952    301,253    474,100    987,7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8,767    402,877    617,192  1,078,507  2,44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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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767    271,130    415,361    725,818  1,648,4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8,837    301,674    462,154    807,586  1,834,1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837    169,927    260,322    454,896  1,033,1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7,000    338,489    518,553    906,140  2,057,9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000    206,742    316,721    553,451  1,256,9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000    204,715    313,616    548,025  1,244,62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6,000     72,968    111,784    195,336    443,6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8,000    259,441    397,454    694,526  1,577,3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000    127,694    195,622    341,837    776,3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000    198,634    304,300    531,747  1,207,6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000     66,887    102,469    179,058    406,6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8,733    382,539    586,036  1,024,063  2,325,7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733    250,792    384,204    671,374  1,524,7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3,744    291,351    446,339    779,951  1,771,3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744    159,604    244,507    427,262    9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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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752    342,041    523,994    915,647  2,079,5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752    210,293    322,162    562,958  1,278,5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737    271,068    415,266    725,653  1,648,0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737    139,321    213,434    372,964    847,0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9,000    200,661    307,406    537,173  1,219,9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000     68,914    105,574    184,484    418,9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7,816    263,932    396,355    681,395  1,528,4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913    132,383    194,826    329,235    728,6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8,000    239,172    366,403    640,267  1,454,1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3,000    107,425    164,571    287,577    6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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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

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

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

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

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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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클래스는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은 감소합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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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零"보

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차익의 결산ㆍ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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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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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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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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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

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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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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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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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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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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연

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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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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미만으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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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3기

(2022. 7. 9)

2기

(2021. 7. 9)

1기

(2020. 7. 9)

자산총계 3,684 8,053 2,280

  운용자산 3,681 7,629 2,199

    증권 3,564 7,391 2,067

    파생상품 -180 -143 39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97 381 92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 424 81

부채총계 8 434 8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 434 83

자본총계 3,676 7,619 2,198

  원본 3,133 4,942 1,852

  수익조정금 -1,193 534 -349

  이익잉여금 1,736 2,143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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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3기

(2021. 7.10~2022. 7. 9)

2기

(2020. 7.10~2021. 7. 9)

1기

(2019. 7.10~2020. 7. 9)

운용수익 -898 1,862 738

  이자수익 2 1 2

  배당수익 0 2 2

  매매/평가차익(손) -901 1,859 73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3 6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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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기

(2021. 7.10~2022. 7. 9)

2기

(2020. 7.10~2021. 7. 9)

1기

(2019. 7.10~2020. 7. 9)

  관련회사 보수 43 63 4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1 0

당기순이익 -942 1,798 695

매매회전율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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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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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

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

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3기

(2021. 7.10~2022. 7. 9)

2기

(2020. 7.10~2021. 7. 9)

1기

(2019. 7.10~2020. 7. 9)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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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2021. 7.10~2022. 7. 9)

전기

(2020. 7.10~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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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0 0 0.00 2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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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0 0 0.00 23,578 0 0.00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

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

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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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3기

(2022. 7. 9)

2기

(2021. 7. 9)

1기

(2020. 7. 9)

자산총계 3,684 8,053 2,280

  운용자산 3,681 7,629 2,199

    유가증권 3,564 7,391 2,067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3,564 7,391 2,067

    파생상품 -180 -143 39

    현금및 예치금 297 381 92

    현금및현금성자산 297 381 92



54

항목
3기

(2022. 7. 9)

2기

(2021. 7. 9)

1기

(2020. 7. 9)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 424 81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423 79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2 2 2

부채총계 8 434 83

  기타부채 8 434 83

    기타미지급금 0 422 79

    미지급보수 8 12 4

    기타미지급비용 0 0 0

    미지급분배금 0 0 0

자본총계 3,676 7,619 2,198

  원본 3,133 4,942 1,852

  수익조정금 -1,193 534 -349

  이익잉여금 1,736 2,143 695

    이월이익잉여금 2,176 62 0

    기지급이익분배금 0 0 0

    당기순이익 -942 1,798 695

부채및 자본총계 3,684 8,053 2,280

총좌수 3,014 4,824 1,832

기준가격 1,173 1,542 1,187

다.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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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3기

(2021. 7.10~2022. 7. 9)

2기

(2020. 7.10~2021. 7. 9)

1기

(2019. 7.10~2020. 7. 9)

운용수익(손실) -898 1,862 738

  투자수익 2 2 4

    이자수익 2 1 2

    배당수익 0 2 2

  매매차익 948 2,079 781

    파생상품매매이익 118 842 240

    수익증권매매이익 830 1,237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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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기

(2021. 7.10~2022. 7. 9)

2기

(2020. 7.10~2021. 7. 9)

1기

(2019. 7.10~2020. 7. 9)

  매매차손 -625 -437 -331

    파생상품매매손실 -573 -414 -301

    수익증권매매손실 -52 -23 -30

  평가손익 -1,224 217 284

    파생상품평가손익 -37 -182 39

    수익증권평가손익 -1,187 399 245

운용비용 43 64 43

  운용수수료 15 21 13

  수탁수수료 1 2 1

  판매수수료 27 40 27

  기타비용 0 1 0

당기순이익 -942 1,798 695

좌당순이익 -0.31 0.37 0.3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2.7.10

~2023.1.9
20 20 0 0 1 1 20 20

2021.7.10

~2022.7.9
37 37 31 31 48 48 0 0

2020.7.10

~2021.7.9
15 15 187 187 164 164 37 37

2019.7.10

~2020.7.9
0 0 113 113 98 98 15 15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2.7.10

~2023.1.9
5 5 0 0 0 0 5 5

2021.7.10

~2022.7.9
5 5 5 5 4 4 0 0

2020.7.10

~2021.7.9
1 1 16 16 13 13 5 5

2019.7.15

~2020.7.9
0 0 2 2 1 1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2.7.10

~2023.1.9
1 1 0 0 0 0 1 1

2021.7.10

~2022.7.9
2 2 1 1 2 2 0 0

2020.7.10

~2021.7.9
1 1 5 5 4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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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0

~2020.7.9
0 0 6 6 5 5 1 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2.7.10

~2023.1.9
2 2 0 0 0 0 3 3

2021.7.10

~2022.7.9
3 3 1 1 2 2 0 0

2020.7.10

~2021.7.9
1 1 8 8 6 6 3 3

2019.7.15

~2020.7.9
0 0 3 3 2 2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22.7.10

~2023.1.9
0 0 0 0 0 0 0 0

2021.7.10

~2022.7.9
0 0 0 0 0 0 0 0

2020.7.10

~2021.7.9
0 0 0 0 0 0 0 0

2020.2.26

~2020.7.9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

Pe)

2022.7.10

~2023.1.9
1 1 0 0 0 0 1 1

2021.7.10

~2022.7.9
0 0 1 1 1 1 0 0

2020.12.31

~2021.7.9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2.7.10

~2023.1.9
1 1 0 0 0 0 1 1

2021.7.10

~2022.7.9
1 1 0 0 1 1 0 0

2020.7.10

~2021.7.9
1 1 1 1 0 0 1 1

2020.6.29

~2020.7.9
1 1 0 0 0 0 1 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22.7.10

~2023.1.9
1 1 0 0 0 0 1 1

2021.7.10

~2022.7.9
1 1 0 0 0 0 0 0

2020.7.10

~2021.7.9
0 0 1 1 0 0 1 1

2020.4.2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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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56



57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19.07.10

~23.03.13)

투자신탁 -13.76 % -9.65 % 9.43 % 4.62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9.88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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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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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19.07.10

~23.03.13)

투자신탁 -14.58 % -10.51 % 8.41 % 3.66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9.88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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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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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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19.07.15

~23.03.13)

투자신탁 -14.31 % -10.22 % 8.75 % 3.99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9.56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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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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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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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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19.07.10

~23.03.13)

투자신탁 -14.93 % -10.87 % 7.98 % 3.25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9.88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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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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60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19.07.15

~23.03.13)

투자신탁 -14.49 % -10.41 % 8.52 % 3.77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9.56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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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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61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1

- 해당사항 없음

(9)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61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1

- 해당사항 없음

(11)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6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3.14

~23.03.13)

(20.02.26

~23.03.13)

투자신탁 -14.84 % -10.77 % 8.10 % 1.76 %

비교지수 -9.83 % -2.27 % 15.78 % 8.87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19.87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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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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62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12.31

~23.03.13)

투자신탁 -14.45 % -10.36 % -8.45 %

비교지수 -9.83 % -2.27 % -1.74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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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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6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6.29

~23.03.13)

투자신탁 -14.67 % -10.59 % 0.21 %

비교지수 -9.83 % -2.27 % 7.51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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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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64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3.14

~23.03.13)

(21.03.14

~23.03.13)

(20.09.07

~23.03.13)

투자신탁 -14.36 % -10.28 % -5.57 %

비교지수 -9.83 % -2.27 % 1.48 %

수익률변동성 22.46 % 18.93 % 20.33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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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f(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

65

- 해당사항 없음

(16)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S(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65

- 해당사항 없음

(17)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65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65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3.76 % -5.35 % 60.52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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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66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4.58 % -6.23 % 59.09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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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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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4.31 % -5.94 % 59.56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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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67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67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4.93 % -6.61 % 58.48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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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4.49 % -6.14 % 59.25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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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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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9

- 해당사항 없음

(9)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69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9

- 해당사항 없음

(11)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6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20.03.14

~21.03.13)

투자신탁 -14.84 % -6.51 % 58.68 %

비교지수 -9.83 % 5.92 % 62.50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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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6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투자신탁 -14.45 % -6.08 %

비교지수 -9.83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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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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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70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투자신탁 -14.67 % -6.33 %

비교지수 -9.83 % 5.92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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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71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3.14

~23.03.13)

(21.03.14

~22.03.13)

투자신탁 -14.36 % -6.00 %

비교지수 -9.83 % 5.92 %

- 비교지수 : RUSSELL 1000 GROWTH INDEX*90%+콜금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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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Cp-f(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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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16)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S(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72

- 해당사항 없음

(17) 삼성미국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72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KRW 0 0 0 31 0 0 3 0 0 0 1 0 34

합계 0 0 0 31 0 0 3 0 0 0 1 0 34

(2022.12.31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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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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84,380 9,465 144,567 155,960 468,158 167,306 74,357 1,358 10,178 1,215,72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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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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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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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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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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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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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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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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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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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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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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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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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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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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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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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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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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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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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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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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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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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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

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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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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