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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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

라서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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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 8.1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기간(2015.03.25 ~ 2021.09.16)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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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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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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

는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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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

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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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 중 하나인  중국본토주식은 후강통 제도(향후 선강통 시행시 선강

통도 활용 예정)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예정으로, 후강통 제도 등은 한도 (Quota)가 존재하

여 이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본토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

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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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상 소수종목에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운용역의 판단

에 따라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그러므

로 벤치마크 구성 업종 및 종목 비중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벤치

마크 수익률은 참고 수익률이며 펀드의 수익률과는 크게 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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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

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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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9)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펀드 코드: AZ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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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 관련 해외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중국 주식 투자에 따른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

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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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 관련 해외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중국 관련 기업
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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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내  1.680%  0.720% 1.76%  3.246%    421    751  1,098  1,843  4,059

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320%  0.360% 1.31%  3.306%    379    717  1,071  1,835  4,1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60%  0.500% 1.53%  3.363%    336    682  1,044  1,825  4,1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
수체감(C1) 없음  2.260%  1.300%  4.532%    453    919  1,407  2,459  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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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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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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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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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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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4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
보수체감형(CDSC)클래스의 경우 1년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6/08/10~
21/08/0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5-03-25    9.63   26.78   16.40   13.27    7.14

비교지수(%) 2015-03-25    3.39   14.65    8.08    6.02    2.10

수익률 변동성(%) 2015-03-25   24.89   24.18   23.65   20.32   22.36

종류 최초설정일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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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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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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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VP) 37개    3,890억원 27.72% 48.73% 20.54% 47.43% 14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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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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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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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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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해외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Ronney Cheung (2021. 8.18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11.08, Credit Suisse, 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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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중국관련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기타국가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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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

를 포함)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 헷지 비율

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헷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일정 범위에서 환헷지가 이

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 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 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1

국가위험 및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등(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의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

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

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기업의 회계정보 등)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

습니다. 즉,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

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후강통을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

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중국 과세당국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

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시장   고유

의 위험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

어집니다. 또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 주식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최초 목적한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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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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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
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8영업일(D+7)에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A,Ae,C1,C2,C3,C4,Ce,Cf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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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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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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
    참고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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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기간(2015.03.25 ~ 2021.09.16)동안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1.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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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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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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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보수체감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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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AZ86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Z8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AZ8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Z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Z8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Z8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Z8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Z8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AZ8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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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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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예정금액

10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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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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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5년 2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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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AZ86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Z8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AZ8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Z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Z8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Z8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Z8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Z8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AZ8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5. 3.25 최초 설정

2017.11.17 운용역 변경(김성준 운용역 → 이종훈 운용역)

2019.11.27 BM변경,해지된 다른 자펀드 삭제

2020. 2.12 해외위탁운용역 변경

2020.10. 5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설정/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전자증권 반영,

시행령 개정 반영

2021. 1.22 운용역 변경(이종훈 운용역 → 장현준 운용역)

2021. 8.18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2015. 3.25) 부터 신탁종료일(2021.09.16) 까지입니다. 이 신탁계

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

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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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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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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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
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
사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회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2) 업무 수탁사 개요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15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VP) 37개    3,890억원 27.72% 48.73% 20.54% 47.43% 14년 5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장현준

2007년 01월 ~ 2013년 12월 ING자산운용 인덱스/시스템 운용팀

2013년 12월 ~ 2016년 01월 맥쿼리투신운용(구 ING 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2016년 03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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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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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2017.11.17 ~ 2021. 1.21

장현준 2021. 1.22 ~ 현재

주1) 2021. 8.18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업무 수탁사 운용전문인력]

16

해외 운용전문인력

과거 운용경력

- 2011.08, Credit Suisse, Research Associate

- 2012.02, Samsung Securities HK, Research Analyst

- 2015.06, BNP Paribas HK, Research Analyst

- 2015.07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

- 2004. Macquarie University Applied Finance/Commerce 학사

펀드매니저 Ronney Cheung (2021. 8.18 기준)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16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VP) 37개    3,890억원 27.72% 48.73% 20.54% 47.43% 14년 5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장현준 2007년 01월 ~ 2013년 12월 ING자산운용 인덱스/시스템 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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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3년 12월 ~ 2016년 01월 맥쿼리투신운용(구 ING 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2016년 03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운용역 운용 기간

이종훈 2017.11.17 ~ 2021. 1.21

장현준 2021. 1.22 ~ 현재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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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1)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C2클래스 → C3클래스 → C4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C2, C3, C4 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①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② 수익증권을 전환 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1클래스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 클래스에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A클래스, Ae클래스, Ce클래스, Cf클래스 수익증권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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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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미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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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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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

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보수체감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

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

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5. 3.25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5. 3.27 온라인(On-Line) 판매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2015. 3.25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2016. 3.25 C1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2017. 3.27 C2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2018. 3.26 C3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5. 3.27 온라인(On-Line)판매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미설정 특정금전신탁,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

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

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

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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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

이내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72 0.0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0.5%

이내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36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1.30 0.06 -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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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1.1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85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75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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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5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90일 미만

: 이익금

의 100분

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

만: 이익

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0.90 0.03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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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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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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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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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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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1) 해외주식 : 60% 이상

2) 채권 : 40% 이하

3) 어음 : 4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

)과 관련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된 사업 대

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중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차이나드림

10년증권모투자신

탁[주식]

주요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1) 기본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

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

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여 중

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

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후강통 제도를 활용하여 중국본토 주식에 투

자할 예정이며, 향후 선강통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중국본토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후강통 제도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정책(2014년 11월 17일 시행)입니다. 상

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을 서로 ‘통

’하게 한다는 의미로 동 제도를 통하여 중국본토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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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

산운용(홍콩)유한회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2) 세부 운용전략

   ① 장기적 거시경제 분석, 산업분석 및 정책분석 등을 통한

하향식(Top-down) 분석을 통하여 중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성

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선정합니다.

   ② 선정된 섹터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을 철저한 상향식

(Bottom Up)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발굴합니다.

   ③ 중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

자하므로 적극적인 매매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주거나, 종목 매입 이후

현저하게 부정적인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전략의 현저한 변화, 제품 경쟁력 약화, 경영진의

교체, 경쟁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신기술의 등장, 치열한 경쟁

을 야기하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단기적으로 본질가치 대비 과대

평가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운용역의 판단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

이 예상되는 중국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아

래의 비교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

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

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China All Shares Index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

로 A주, B주, H주, Red Chips, P Chips 및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로2014년 06월 26일을 기준으

로 하여 발표된 지수입니다.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 202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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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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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

예탁증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여 중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헷지 전략(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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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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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및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의 일정부분을 기

금으로 조성하여 수익자 및 수익자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관련 교육, 교양함양 등의 사업

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

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다만, 2021년 8월 18일 이후에는 기

금을 조성하지 아니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2) 조성된 기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된 기금은 투자신탁재산에 환입합니다.

1) 수익자 및 수익자가 지정한 자를 위한 투자 관련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등

2) 기타 중국 관련 투자, 문화 이벤트 및 그에 준하는 공익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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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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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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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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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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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차이나드림

10년증권모투자신

탁[주식]

60%이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 (중국본토, 홍콩 등 )의 주

식시장, 기타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 및 증권

예탁증권 등 중국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2) 장내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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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외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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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헤지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

분 등으로 인하여 가목 내지 다목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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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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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

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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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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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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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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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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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해외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

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을 포함)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

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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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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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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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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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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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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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

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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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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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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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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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2)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

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

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

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

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

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

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

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

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

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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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29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

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

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장기적 거시경제 분석, 산업분석 및 정책분석 등을 통한 하향식(Top-down) 분석을 통하여

중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성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선정합니다. 선

정된 섹터에 해당하는 핵심 종목을 철저한 상향식(Bottom-Up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발굴

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은 중국

의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중

국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

자신탁이 아래의 비교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비교지수: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China All Shares Index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로

A주, B주, H주, Red Chips, P Chips 및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

로2014년 06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된 지수입니다.

2) 선정사유: MSCI China All Shares Index를 선정한 사유는 이 지수가 중국 주식(중국, 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종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 역시 중국 주식(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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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에 상장된 종목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비교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상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운용은 비교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 아니므로 비교지수와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MSCI China All Shares Index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msci.com)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 등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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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습니다.

3)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외화표시자산의 60 ~ 110 83.23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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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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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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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

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에 투자하여 중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

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후강통 제도를 활용하여 중국본토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

며, 향후 선강통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중

국본토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후강통 제도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정책(2014년 11월 17일 시행)입니다. 상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을 서로 ‘통’하게 한다는 의미로 동 제도를 통하여

중국본토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회

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

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2) 세부 운용전략

① 장기적 거시경제 분석, 산업분석 및 정책분석 등을 통한 하향식(Top-down)

분석을 통하여 중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성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선정합니다.

② 선정된 섹터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을 철저한 상향식(Bottom Up)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발굴합니다.

③ 중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므로 적극적인

매매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주거나, 종목 매입 이후 현저하게 부정적

인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전략의 현저한 변화, 제품 경쟁력 약화, 경영진의 교체, 경쟁의 판

도를 변화시키는 신기술의 등장,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는 새로운 경쟁자

의 등장,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단기적으로 본질가치 대비 과대평가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운용역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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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

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아래의

비교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의 변화, 투자

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

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China All Shares Index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로 A주, B주, H주, Red Chips, P Chips 및 미국에 상

장된 중국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로2014년 06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된 지수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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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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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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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이머징아시

아
CHINA

○ 개요

20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2020.7월 기준 인구 14.0억 (인구증가율: 0.32% / 평균기대수명: 76.1년)

- 1970년대 후반부터 폐쇄정책 및 중앙통제체계에서 시장경제체계로 변모.

2014년 기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에 오름

○ 시장현황

-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13~18년까지 약 7%대, ''19년에는 6% 중반

대의 경제성장 기록했으며 ''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여파로 -6.8%를 기

록한 성장률은 2H20 기준 3.2%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임

-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로는: 1)가계 저축률 축소 및 소비 진작, 2)기업

부채 관리, 3)중산층 위주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4)효율적 자원분배를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이 있음

- 2016년 발표된 정부의 13회 5개년계획(2016~2020)의 중점과제로 혁신증가

및 내부소비진작을 통한 수출, 정부투자, 중공업 의존도 축소 등이 있음

○ 거래제도

- 사용 통화: Chinese Renminbi (CNY)

-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Shenzhen Stock Exchange

- 예탁기관: China Securities Depository & Clearing Corporation (CSDCC)

- 결제제도: 당일결제

- 외국인 투자제한: A-SHARE의 경우 개별 주식의 10% 이상 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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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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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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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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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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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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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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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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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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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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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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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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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되

어 있는 중국관련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환율변동 등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기

타국가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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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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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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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손

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 헷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

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시

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를 하

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거래규모 등으로 인

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헷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일정 범위에서 환헷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 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 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

당 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

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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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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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및

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등(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의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

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기업의 회계정보 등)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

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

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

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후강통을 통한 중국본토주

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중국 과세당국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

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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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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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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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주식시장(벤치마크)

수익률과의 괴리 가

능성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상 소수종목에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벤치마크 구

성 업종 및 종목 비중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벤치마크 수익률은 참고 수

익률이며 펀드의 수익률과는 크게 괴리될 수 있습니다.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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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주식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최초 목적한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투자제한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 중 하나인  중국본토주식은 후강통 제도(향후 선강통 제도

시행시 선강통 제도도 활용 예정)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후강통 제도 等

은 투자한도(Quota)가 존재하며 이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

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본토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중국관련주식 등 해외투자의 유가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

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

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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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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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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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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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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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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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중국본토, 홍콩 등)과 관련된 주식 등(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증권

예탁증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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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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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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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판매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특정금전신탁,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

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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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

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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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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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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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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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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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

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

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분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환매시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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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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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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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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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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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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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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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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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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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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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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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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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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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종류간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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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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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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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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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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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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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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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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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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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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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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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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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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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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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0.5% 이내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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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C1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C2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C3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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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집합투자기구 등 - -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1년 미만: 이

익금의 100분

의 1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구됩니다.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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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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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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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0.72 0.06 0.00 1.68 1.5655 3.2455 1.76 3.2455 3.3097

수수료선취-온라인(Ae) 0.90 0.36 0.06 0.00 1.32 1.9862 3.3062 1.31 3.3062 3.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90 1.30 0.06 0.00 2.26 2.2719 4.5319 - 4.5319 0.64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90 1.10 0.06 0.00 2.06 - 2.06 - 2.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90 0.85 0.06 0.00 1.81 0.5824 2.3924 - 2.3924 3.2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90 0.75 0.06 0.00 1.71 2.0209 3.7309 - 3.7309 3.15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90 0.50 0.06 0.00 1.46 1.903 3.363 1.53 3.363 3.1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90 0.03 0.06 0.00 0.99 실비 0.99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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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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최초설

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최초설

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최초설

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최초설

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최초설

정일로

부터 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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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

)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

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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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21,304    751,246  1,097,684  1,843,393  4,059,4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1,304    751,246  1,097,684  1,843,393  4,059,4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78,969    716,782  1,071,485  1,834,984  4,103,8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8,969    716,782  1,071,485  1,834,984  4,103,8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53,193    918,568  1,407,212  2,459,018  5,584,68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53,193    918,568  1,407,212  2,459,018  5,584,6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6,000    417,538    639,652  1,117,753  2,538,5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6,000    417,538    639,652  1,117,753  2,538,5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9,241    484,912    742,868  1,298,116  2,948,1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9,241    484,912    742,868  1,298,116  2,948,1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73,093    756,215  1,158,494  2,024,398  4,597,6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3,093    756,215  1,158,494  2,024,398  4,597,6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36,298    681,636  1,044,241  1,824,749  4,144,1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6,298    681,636  1,044,241  1,824,749  4,1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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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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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000    200,661    307,406    537,173  1,2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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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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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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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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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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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4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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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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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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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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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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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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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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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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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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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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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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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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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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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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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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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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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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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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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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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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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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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

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

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

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

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

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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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

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 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

서 제외

세재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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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미만으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48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6기

(2021. 3.24)

5기

(2020. 3.24)

4기

(2019. 3.24)

자산총계 2,005 2,649 4,223

  운용자산 2,004 2,626 4,204

    증권 1,928 2,629 4,147

    파생상품 -44 -105 -46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21 101 103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 23 20

부채총계 30 53 5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0 53 50

자본총계 1,950 2,573 4,153

  원본 1,464 2,685 4,172

  수익조정금 -377 -53 -1,241

  이익잉여금 863 -59 1,222

48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6기

(2020. 3.25~2021. 3.24)

5기

(2019. 3.25~2020. 3.24)

4기

(2018. 3.25~2019. 3.24)

운용수익 1,014 16 -354

  이자수익 0 1 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04 13 -358

  기타수익 10 3 3

운용비용 37 5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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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기

(2020. 3.25~2021. 3.24)

5기

(2019. 3.25~2020. 3.24)

4기

(2018. 3.25~2019. 3.24)

  관련회사 보수 37 53 6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977 -37 -416

매매회전율 _ _ _

나. 대차대조표

49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6기

(2021. 3.24)

5기

(2020. 3.24)

4기

(2019. 3.24)

자산총계 2,005 2,649 4,223

  운용자산 2,004 2,626 4,204

    유가증권 1,928 2,629 4,147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1,928 2,629 4,147

    파생상품 -44 -105 -46

    현금및 예치금 121 101 103

    현금및현금성자산 121 101 103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 23 2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2 23 19

    미수이자 0 0 0

부채총계 30 53 50

  기타부채 30 53 50

    기타미지급금 2 23 19

    미지급보수 29 30 31

    기타미지급비용 0 0 0

자본총계 1,950 2,573 4,153

  원본 1,464 2,685 4,172

  수익조정금 -377 -53 -1,241

  이익잉여금 863 -59 1,222

    이월이익잉여금 -418 -57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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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기

(2021. 3.24)

5기

(2020. 3.24)

4기

(2019. 3.24)

    기지급이익분배금 0 0 0

    당기순이익 977 -37 -416

부채및 자본총계 1,980 2,625 4,203

총좌수 1,315 2,454 3,850

기준가격 1,332 958 995

다.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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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6기

(2020. 3.25~2021. 3.24)

5기

(2019. 3.25~2020. 3.24)

4기

(2018. 3.25~2019. 3.24)

운용수익(손실) 1,014 16 -354

  투자수익 10 4 5

    이자수익 0 1 2

    기타수익 10 3 3

  매매차익 901 600 419

    파생상품매매이익 91 194 274

    수익증권매매이익 810 406 146

  매매차손 -122 -341 -375

    파생상품매매손실 -122 -341 -370

    수익증권매매손실 0 0 -5

  평가손익 225 -246 -402

    파생상품평가손익 61 -59 22

    수익증권평가손익 164 -187 -425

운용비용 37 53 62

  운용수수료 20 28 33

  수탁수수료 1 2 2

  판매수수료 15 23 2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977 -37 -416

좌당순이익 0.74 -0.02 -0.1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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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0.3.25

~2021.3.24
6 6 0 0 4 4 2 2

2019.3.25

~2020.3.24
9 9 0 0 3 3 6 6

2018.3.25

~2019.3.24
11 11 0 0 2 2 9 9

2017.3.25

~2018.3.24
15 15 4 4 7 7 11 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0.3.25

~2021.3.24
4 4 3 3 4 4 3 3

2019.3.25

~2020.3.24
7 7 1 1 4 4 4 4

2018.3.25

~2019.3.24
9 9 2 2 4 4 7 7

2017.3.25

~2018.3.24
11 11 7 7 9 9 9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2020.3.25

~2021.3.24
0 0 0 0 0 0 0 0

2019.3.25

~2020.3.24
0 0 0 0 0 0 0 0

2018.3.25

~2019.3.24
2 2 1 1 3 3 0 0

2017.3.25

~2018.3.24
0 0 2 2 1 1 2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2020.3.25

~2021.3.24
0 0 0 0 0 0 0 0

2019.3.25

~2020.3.24
2 2 0 0 2 2 0 0

2018.3.25

~2019.3.24
0 0 2 2 0 0 2 2

2017.3.25

~2018.3.24
32 32 1 1 32 32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2020.3.25

~2021.3.24
2 2 0 0 2 2 0 0

2019.3.25

~2020.3.24
0 0 2 2 1 1 2 2

2018.3.25

~2019.3.24
13 13 0 0 13 13 0 0

2017.3.27

~2018.3.24
7 7 30 30 24 24 13 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2020.3.25

~2021.3.24
9 9 2 2 5 5 6 6

2019.3.25

~2020.3.24
16 16 1 1 7 7 9 9

2018.3.26

~2019.3.24
0 0 17 17 2 2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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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0.3.25

~2021.3.24
6 6 2 2 4 4 3 3

2019.3.25

~2020.3.24
8 8 2 2 4 4 6 6

2018.3.25

~2019.3.24
8 8 3 3 2 2 8 8

2017.3.25

~2018.3.24
10 10 6 6 9 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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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52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6.08.10

~21.08.09)

(15.03.25

~21.08.09)

투자신탁 11.15 % 28.36 % 18.02 % 14.97 % 8.79 %

비교지수 3.39 % 14.65 % 8.08 % 6.02 % 2.10 %

수익률변동성 24.89 % 24.18 % 23.65 % 20.32 %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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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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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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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5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6.08.10

~21.08.09)

(15.03.25

~21.08.09)

투자신탁 9.63 % 26.78 % 16.40 % 13.27 % 7.14 %

비교지수 3.39 % 14.65 % 8.08 % 6.02 % 2.10 %

수익률변동성 24.89 % 24.18 % 23.65 % 20.32 %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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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Ae(수수료선취-온라인)

54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6.08.10

~21.08.09)

(15.03.27

~21.08.09)

투자신탁 9.87 % 27.07 % 16.70 % 13.61 % 7.44 %

비교지수 3.39 % 14.65 % 8.08 % 6.02 % 2.07 %

수익률변동성 24.89 % 24.18 % 23.65 % 20.32 %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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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55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11.23

~21.08.09)

투자신탁 13.12 %

비교지수 -3.69 %

수익률변동성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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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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56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56

- 해당사항 없음

(7)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56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8.03.26

~21.08.09)

투자신탁 9.55 % 26.82 % 16.41 % 10.17 %

비교지수 3.39 % 14.65 % 8.08 % 2.69 %

수익률변동성 24.89 % 24.18 % 23.65 %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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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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57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8.10

~21.08.09)

(19.08.10

~21.08.09)

(18.08.10

~21.08.09)

(16.08.10

~21.08.09)

(15.03.27

~21.08.09)

투자신탁 9.65 % 26.80 % 16.49 % 13.42 % 7.27 %

비교지수 3.39 % 14.65 % 8.08 % 6.02 % 2.07 %

수익률변동성 24.89 % 24.18 % 23.65 % 20.32 % 22.36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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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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58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58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

~21.08.09)

(19.08.10

~20.08.09)

(18.08.10

~19.08.09)

(17.08.10

~18.08.09)

(16.08.10

~17.08.09)

투자신탁 11.15 % 48.34 % -0.26 % -2.46 % 25.27 %

비교지수 3.39 % 27.18 % -3.96 % -7.70 % 14.91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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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5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

~21.08.09)

(19.08.10

~20.08.09)

(18.08.10

~19.08.09)

(17.08.10

~18.08.09)

(16.08.10

~17.08.09)

투자신탁 9.63 % 46.71 % -1.90 % -4.14 % 23.34 %

비교지수 3.39 % 27.18 % -3.96 % -7.70 % 14.91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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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Ae(수수료선취-온라인)

60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

~21.08.09)

(19.08.10

~20.08.09)

(18.08.10

~19.08.09)

(17.08.10

~18.08.09)

(16.08.10

~17.08.09)

투자신탁 9.87 % 47.05 % -1.58 % -3.78 % 23.73 %

비교지수 3.39 % 27.18 % -3.96 % -7.70 % 14.91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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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0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0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0

- 해당사항 없음

(7)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0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

~21.08.09)

(19.08.10

~20.08.09)

(18.08.10

~19.08.09)

투자신탁 9.55 % 46.91 % -1.95 %

비교지수 3.39 % 27.18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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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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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61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

~21.08.09)

(19.08.10

~20.08.09)

(18.08.10

~19.08.09)

(17.08.10

~18.08.09)

(16.08.10

~17.08.09)

투자신탁 9.65 % 46.74 % -1.70 % -3.91 % 23.57 %

비교지수 3.39 % 27.18 % -3.96 % -7.70 % 14.91 %

- 비교지수 : MSCI China All Shares Index × 80% + Call × 2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9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전 비교지수는 MSCI All China Index(KRW) × 80%

+ Call ×20% 입니다.)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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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권자투자신탁H[주식]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2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KRW 0 0 0 22 0 0 0 0 0 0 0 0 22

합계 0 0 0 22 0 0 0 0 0 0 0 0 22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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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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음수인 경우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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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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

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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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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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대표이사 변경 (전영묵 대표 -> 심종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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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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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9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66,822 11,251 123,564 120,555 527,286 158,502 43,485 840 1,130
1,153,43

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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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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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차이나드림10년증
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
사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회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업무수탁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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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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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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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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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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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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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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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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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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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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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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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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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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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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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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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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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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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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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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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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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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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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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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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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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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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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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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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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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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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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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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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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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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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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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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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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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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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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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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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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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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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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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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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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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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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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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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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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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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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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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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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

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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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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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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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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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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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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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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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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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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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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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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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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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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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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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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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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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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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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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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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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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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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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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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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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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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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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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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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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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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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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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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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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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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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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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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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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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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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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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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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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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한함)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

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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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

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

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

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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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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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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

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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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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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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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

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

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

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

   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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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

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

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

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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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

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

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

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

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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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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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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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

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

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

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

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

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

게 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

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

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

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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