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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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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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5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11.2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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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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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 채권 및 주식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또는 부도 및 기

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

며 자세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집합투

자기구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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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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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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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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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5)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펀드 코드: AU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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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국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50%이상 투자하고, 베트남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

재산의 50%미만 투자하여,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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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국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50%이상 투자하고, 베트남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50%미만 투자하여,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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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내  1.680%  0.720% 0.63%  1.760%    274    453    641  1,045  2,247

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이내  1.320%  0.360% 0.45%  1.400%    189    332    483    806  1,7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60%  0.500% 1.25%  1.540%    154    312    478    836  1,8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없음  1.860%  0.900%  1.940%    194    393    602  1,053  2,3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C-Pe) 없음  1.410%  0.450%  1.490%    149    302    463    808  1,8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
수체감(C1) 없음  2.260%  1.300%  2.260%    226    449    663  1,099  2,39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1.270%  0.310%  1.350%    150    288    433    746  1,6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없음  1.200%  0.240%  1.279%    128    259    397    694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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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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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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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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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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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4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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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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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6-06-13  -23.21    3.10    3.67    1.67    4.35

비교지수(%) 2014-11-10  -22.15   -2.64   -4.37   -1.82    0.14

수익률 변동성(%) 2014-11-10   18.34   17.00   20.48   17.60   15.25

종류 최초설정일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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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형)

운용
경력년수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팀장) 22개    4,759억원 -9.97% 32.94% -8.81% 18.52% 15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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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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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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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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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해외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Alan Richardson (2022.11.2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1997   Barings Asset Management(Asia) ASEAN 주식 운용역

펀드매니저 Leung Shuk Man, Maria  (2022.11.2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Director/Responsible Officer,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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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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

  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

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

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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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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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국가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달러 환율의 일정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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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 및 베트남 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

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

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 국가 및 베트남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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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

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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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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업일(D+8)에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10영업일(D+9)에 관
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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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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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업무위탁범위 : 운용업무/운용업무/운용지시업무/운용지시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등/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모집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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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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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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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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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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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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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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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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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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AU28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U446

수수료선취-온라인(Ae) AU4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U4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U4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U4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U4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U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AU2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U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8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S71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8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8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14

마.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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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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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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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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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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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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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AU28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U446

수수료선취-온라인(Ae) AU4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U4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U4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U4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U4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U4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AU2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U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8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S71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8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8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4.11.10 최초 설정

2015. 4.2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2016. 5.1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2016. 6. 7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삼성아시아Top-Tier증권자투자신

탁UH[주식],삼성아시아Top-Tier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추가

2016. 7.20 클래스 추가(C-P, S, S-P)

2016. 7.29 환매수수료 삭제

2017. 7. 6 C-Pe클래스 추가

2017.11.17 운용역 변경(김성준 운용역 → 이종훈 운용역)

2018. 2.26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추가 및 BM 변경 등

2019. 8. 5 운용역 변경(이종훈 운용역 → 장현준 운용역)

2020.10. 5 모펀드 매입일자 변경에 따른 자펀드 약관 변경, 전자증권 반영, 시행령 개정 반영

2022. 5. 3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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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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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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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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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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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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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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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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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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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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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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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
사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재수탁사 업무 위탁 범위

위 업무수탁사는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탁합니다.

재수탁사 업무 위탁 범위

Dragon Capital

VietFund Management
조사/분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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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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설립일 2007년 03월 21일

회사주소

Unit 2406, 24/F, 9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3979-8100

팩    스 : 852-3979-8199

(3) 업무 수탁사 개요

(4) 재수탁사 개요

회사명 Dragon Capital VietFund Management JSC

설립일 2003년 7월 15일

회사주소 1701-04, 2 Ngo Duc Ke,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17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파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팀장) 22개    4,759억원 -9.97% 32.94% -8.81% 18.52% 15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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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2019. 8. 5 ~ 현재

주1) 2022.11.23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업무 수탁사 운용전문인력]

18

해외 운용전문인력

과거 운용경력

- 1997   Barings Asset Management(Asia) ASEAN 주식 운용역

- 2006   RCM Allianz Global Investors ASEAN 주식 운용역

- 2008   Samsung Asset Management(Singapore) Pte. Ltd.

- 2013   Samsung Asset Management(Hong Kong) Limited, ASEAN 지역운용역

펀드매니저 Alan Richardson (2022.11.2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Director/Responsible Officer,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 Responsible Officer, Indochina Capital Advisors (HK) Limited

- Senior Assistant Relationship Manager, Credit Suisse Hong Kong

- Private Banking Executive, Barclays Private Bank, Barclays Bank Plc

- Client Services Officer, LGT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 Principal, Business Control and Cash Management Department, JP Morgan Chase

- Executive, Corporate Finance Group, Kleinwort Benson Hong Kong

- University of Iowa MBA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재무금융(Finance & Banking) 학사

펀드매니저 Leung Shuk Man, Maria  (2022.11.23 기준)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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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1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현준 1981 책임(팀장) 22개    4,759억원 -6.42% 31.91% -12.34% 4.73% 15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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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역 운용 기간

장현준 2019. 8. 5 ~ 현재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1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동한 1994 책임(Assistant) 12개      410억원 -26.06% 1.87% -12.34% 4.73% 2년 9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동한 2020년 01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

운용역 운용 기간

장현준 2017.11.17 ~ 2022. 5. 2

김동한 2022. 5. 3 ~ 현재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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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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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C2, C3, C4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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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환한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아니합

니다)

4) A클래스, Ae클래스, Ce클래스, Cw클래스, Cf클래스, C-P클래스, S클래스, S-P클래스, C-Pe클래스

수익증권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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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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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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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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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경

로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

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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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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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13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6. 7.14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2015. 8.21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2016.10.10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2017.10.10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2018.10. 8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6. 7.13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2014.11.10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

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

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

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

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16. 8. 8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 한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2016. 9. 7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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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17. 7.2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6.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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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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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내

- 없음 0.90 0.72 0.0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5 이

내

- 없음 0.90 0.36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 - 없음 0.90 1.3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 - 없음 0.90 1.1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 - 없음 0.90 0.85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 - 없음 0.90 0.75 0.0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없음 0.90 0.5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없음 0.90 0.03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없음 0.90 0.00 0.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 - 없음 0.90 0.90 0.0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없음 0.90 0.45 0.06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100분

의 0.15

이내

없음 0.90 0.31 0.06 -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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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 - 없음 0.9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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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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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해외 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어음 : 4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아세안등(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말한다)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아

세안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아세안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을 통한 장기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

공사 [Samsung Asset Management(Hong Kong)Limited]에 위탁운

용하고 국내채권 및 유동성은 삼성자산운용(주)가 직접 운용합

니다.

   ③ 아세안 국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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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등) 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

날 수 있는 비체계적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

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2) 국가별 배분전략 - 국가별 주식투자비율

   -  자산은 아세안 국가에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

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

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KRW) *

100%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 2021. 1.13

주요투자대상

채권 : 40% 이하

어음 : 40% 이하

해외 주식 : 60% 이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그 신탁재산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는 베트남 업종별 대표주식에 투자하되, 운용역의 종목에 대한

투자 확신을 바탕으로 소수의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주된 투자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 등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베트남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UPCOM(IPO직후의 기

업들이 거래되는 거래소로 호치민, 하노이 메인 거래소로 가기

위한 관문 역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

니다.

2) 기본 운용전략

   ① 베트남 내수경제 발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별

대표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형성에 따른 산업 성장이 기대

되는 소매, 의약품, 내구재, 기술, 식음료 관련 기업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시 은행의 대출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유자산의 부실도가 낮고 이익 창출

능력이 높은 은행 종목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진행중인 부동산, 건설, 인프

라, 운송 관련 기업 등 도시화 진행에 따른 수혜주

   ② 현재 베트남 증시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IPO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 지분매각에도 참여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

출을 추구합니다.

   ③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회사인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수행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

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

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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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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 지수: VN Index(KRW)x90% + 콜금리x10%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 2022. 4.27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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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말한다) 주식 등에 주로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과 및 베트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위험회피 등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투자신탁[주

식-파생형]으로, 그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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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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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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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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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아세안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이상

합산하여

60%초과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베트남 및 아

세안 국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주식에 전략적 배분을 통하여 투자하는 증권투자

신탁[주식]

2)
삼성베트남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미만

베트남의 업종 대표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주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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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하가 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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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

장외파생상품 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함

5)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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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이하 같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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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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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해외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

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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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

로 발행한 것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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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과 유사하거나 동일

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으

로 제한한다)

1)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3)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

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2)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해외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

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

로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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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또는 국채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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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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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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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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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집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2)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

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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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각 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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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

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

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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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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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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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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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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

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

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

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

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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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회사 기초 파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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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4)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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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31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말합니다.)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고, 동시에

신탁재산의 50%미만을 베트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

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

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세안 각국 통화 및 베트남 통화 표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

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원-달러 장외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도포지션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미국달러화를 활용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화-달러화 헷지는 달러화와 아세안 각국 통화 및 베트남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는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헷지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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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USD Index*50% + VN Index(USD)x*35% + 콜금리*15%

2) 선정사유 :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 및 발

표하는 지수로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아세안 주식 등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

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VN Index는 Vietnam Stock Index로도 불리며, 호치민 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평균방식으로 발표되는 지수로 본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베트남 주식 등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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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헷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6) 환헷지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

대 외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주식, 채권 또는 어음 등의 외화표시 자산등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중에 환율의 하락(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

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의 하락)하는 경우 투자한 외화표시 자산

등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환헤지를 위한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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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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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10 93.6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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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

탁[주식]

1) 기본 운용전략

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함

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Samsung

Asset Management(Hong Kong)Limited]에 위탁운용하고 국내채권 및 유동성

은 삼성자산운용(주)가 직접 운용합니다.

③ 아세안 국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에 분산투자

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비체계적위험을 감소

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

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2) 국가별 배분전략 - 국가별 주식투자비율

-  자산은 아세안 국가에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비율은 시장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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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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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지수 :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KRW) * 100%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

탁[주식]

1)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UPCOM(IPO직후의 기업들이 거래되는 거

래소로 호치민, 하노이 메인 거래소로 가기 위한 관문 역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 기본 운용전략

① 베트남 내수경제 발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별 대표 종목에 집중 투

자합니다.

·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형성에 따른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소매, 의약

품, 내구재, 기술, 식음료 관련 기업

·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시 은행의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므로, 보유자산의 부실도가 낮고 이익 창출 능력이 높은 은행 종목

·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진행중인 부동산, 건설, 인프라, 운송 관련 기

업 등 도시화 진행에 따른 수혜주

② 현재 베트남 증시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IPO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

지분매각에도 참여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③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회사인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수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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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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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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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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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VN Index(KRW)x90% + 콜금리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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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05년 Aceh 지구 분리주의자와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내전의 위험이 많이

감소하여 정치적 안정을 확보 중

- '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

- 인구: 2.77억 명(인구증가율: 0.86%, 평균기대수명: 73.08년)

구분 대상 국가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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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황

-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붐의 종료로 '12년

이후 성장 둔화 겪는 중

-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중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주변국을 상회했으

며, 중국, 인도에 이어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한 G20 회원국이 되었음

- 인도네시아의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3%로 제한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 100%를 정점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4%로

낮춤

- '17년 S&P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등급으로 상향 조정

- 1인당 실질 GDP: USD 11,4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Indonesian Rupiah (IDR)

- 거래소: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 예탁기관: PT 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KSEI: 주요예탁기관),

Bank Indonesia(국채 및 은행채)

- 결제제도: T+2(주식, 채권), T+N(단기금융)

- 특이사항: 인도네시아 상업 은행의 경우 투자자 유형에 따라 지분 제한(금

융기관: 40%, 비금융기관: 30%, 개인: 일반은행의 경우 20% / Shariah 은행

지분의 경우 25%). 그 외 방송, 금융 회사 등에 외국인 지분 제한

MALAYSIA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말라야연방으로 독립, '63년 싱가포르, 사바,

사라와크를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65년 싱가포르가 탈퇴하여 현재 국

가에 이른 입헌군주국

- 인구: 3,387만 명(인구증가율: 1.03%, 평균기대수명: 76.13년)

○ 시장현황

- 중상위 소득 국가로서 1970년대 이후 원자재 생산국에서 다부문 경제체제로

변모

- '20년까지 고소득 국가 달성을 위해 첨단 기술, 지식 기반 산업 및 서비스

에 대한 투자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생산 체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 지속 중

- '15년 상품 및 서비스 총 수출이 GDP의 73% 차지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부

문이 정부 수입의 약 22%를 차지(원자재 가격 하락 및 정부 수입 다각화로 전

년도 대비 감소)

- '15년 9개 ASEAN 회원국과 ASEAN 경제 공동체(AEC)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통합 추진

- 1인당 실질 GDP: USD 26,4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Malaysian Ringgit (MYR)

- 거래소: 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 (BMSB)

- 예탁기관: Bursa Malaysia Depository Sdn Bhd

(BMDSB)

- 결제제도: T+2(주식), T+2(채권)(단,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T+N(단기금

융)

-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인 지분 투자의 경우 통신 회사는 61%, 해운 및 중개

회사는 70%, 포워딩 회사는 49%, 투자 은행 및 국내 이슬람계 은행은 70%, 기

타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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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S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16세기 스폐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898년 미국에 양도된 후 1935년 자치

정부가 됨, 이후 일본에 점령된 후 46년에 독립을 달성, 남중국해 영토 및 해

상분쟁으로 중국과 긴장상태에 있음

- 인구: 1.15억 명(인구증가율: 1.6%, 평균기대수명: 70.14년)

○ 시장현황

- '17년 신규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범위로 하락

- 세금 및 지출 관리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 부채 및 긴축 재정 완화

추진 중

- '11년 ~ '17년까지 평균 6%대의 경제 성장률 기록

- '17년 기록적인 외국인 순 직접 투자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나, 헌법 등 기타

법률의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주변국 대비 저조한 FDI 수준 기록

- Duterte 정부의 사회경제 10대 의제로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 세제 개혁,

인프라 및 인적 자본 개발 투자, 경쟁력 향상 및 사업의 용이성 등 추진하였

으며, '22년까지 USD 1,650억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 1인당 실질 GDP: USD 8,0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Philippine Peso (PHP)

- 거래소: Philippine Stock Exchange (PSE), Philippine Dealing and

Exchange Corporation (PDEx)

- 예탁기관: Philippine Depository and Trust Corporation (PDTC)

- 결제제도: T+3(주식), T+1(채권, 단기금융 등)(단, 채권은 브로커, 고객 협

의에 따라 T+3까지 연장 가능)

- 외국인 투자제한: 상장 증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필리핀중앙은행(BSP)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본국 송환을 위해서는 Bangko Sentral Registration

Document (BSRD)에 의한 증명 필요

SINGAPORE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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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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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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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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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산업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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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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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세계 경제 회복으로 3.6%대의 성장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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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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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의 금융 및 기술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지속 중

- 1인당 실질 GDP: USD 93,400('20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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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제도

- 사용통화: Singapore Dollar (SGD)

- 거래소: Singapore Exchange (S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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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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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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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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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회사는 외국인 지분 한도 모니터링 책임 보유

THAILAND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입헌군주국(1238년 건국), 태국은 유럽의 식민지화가 된 적이 없는 유일한

동남아 국가

- 인구: 6,841만 명(인구증가율: 0.3%, 평균기대수명: 74.9년)

○ 시장현황

- 수출이 GDP의 2/3 가량을 차지하며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음(주력 수출품:

전자 제품,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가공식품 등)

-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이 GDP의 90% 가량, 농업 부문이 GDP의 10%를 차지하지

만, 농업 부문에 노동력의 1/3 가량이 종사

- 인접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 300만 ~ 450만명 가량이 유입되었으며, 태국 정

부는 '13년 최저 임금 정책 시행 및 중산층의 세율을 낮추기 위한 세제 개혁

단행

-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실업률, 합리적인 공공·대외 부채 수준으로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 보유

- 1인당 실질 GDP: USD 17,3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Thai Baht (THB)

- 거래소: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 (MAI)

- 예탁기관: Thailand Securities Depository Co. Ltd. (TSD)

- 결제제도: T+2(주식, 회사채), T+0 ~ T+2(국채, 단기금융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상장 및 비상장 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

기업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로 제한. 단, 상업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 25% 제한 적용을 받으며, 사례별로 재무부 승인에 따라 전

체 지분을 얻을 수 있음.

VIETNAM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1986년 Doi moi 정책에 따라 수출산업 위주 경쟁체제 구축

- 인적자원 부국으로 평균 연령이 31.9세(남성 30.8세, 여성 33세)로 젊은 산

업인력 보유

- 인구: 1.03억 명(인구증가율: 0.97%, 평균기대수명: 75.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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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황

- 인구 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1986년부터 경직적인 농업 경제에서 시장

기반의 산업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수준 증가

- '17년 6.8%로 GDP성장률 목표치(6.7%)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내수 수요의 예상치 못한 증가와 강력한 제조업 수출에 기인

- 젊은 인구,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전망, 낮은 인플

레이션, 안정적인 통화, 강력한 FDI유입 및 제조 부문을 특징으로 함

- '07년 WTO에 가입했으며, '15년 ~ '16년에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한국자

유무역협정, 유라이사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 체결

- 1인당 실질 GDP: USD 8,2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Vietnamese Dong (VND)

- 거래소: Ho Chi Minh Stock Exchange(HOSE), Hanoi Stock Exchange (HNX)

- 예탁기관: 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VSD)

- 결제제도: T+2(주식), T+1(채권 및 단기금융)

-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방, 안보 및 공익 위해 사업 영위 비

즈니스, 마약류 생산 및 가공, 국익 및 베트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서비

스업, 유물 및 베트남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즈니스, 국민의 건강을 해치

거나 환경 및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비즈니스 등에 투자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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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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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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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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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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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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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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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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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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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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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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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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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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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

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신흥시

장(이머징 마켓)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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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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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국가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

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

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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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 및 베트남 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

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

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

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

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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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 국가 및 베트남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국가의 세법

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

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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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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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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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정산위험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아세안 시장과 베트남 시장의 매매와 정산관행이 선진국 시장

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이익의 실현

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매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산 불가 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

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선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지급금의 양도 장소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시장관행인 결제

유형을 택하여 그 거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그 거래의 정산이 실패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운용전문인력이나 신탁업자는는 그러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유의하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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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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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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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회사 소규모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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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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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39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을 말합니다.)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고, 동시에 신탁

재산의 50%미만을 베트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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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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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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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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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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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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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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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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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 한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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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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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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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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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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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 D+1 D+2 D+3 D+4 D+5 D+6 D+7 D+8 D+9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5시  경과후

)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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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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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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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환매시

수수료후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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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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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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영업일 전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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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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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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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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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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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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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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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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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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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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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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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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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종류간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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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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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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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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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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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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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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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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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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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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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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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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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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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0분의 1이

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이내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제한없음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C1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C2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C3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집합투자기구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일임형 Wrap계좌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연금저축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연금저축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100분의

0.15 이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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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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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0.72 0.06 0.00 1.68 0.0798 1.7598 0.63 1.7598 1.5284

수수료선취-온라인(Ae) 0.90 0.36 0.06 0.00 1.32 0.08 1.40 0.45 1.40 1.52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90 1.30 0.06 0.00 2.26 실비 2.26 - 2.26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90 1.10 0.06 0.00 2.06 0.0082 2.0682 - 2.0682 0.19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90 0.85 0.06 0.00 1.81 0.0804 1.8904 - 1.8904 1.54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90 0.75 0.06 0.00 1.71 0.0803 1.7903 - 1.7903 1.53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90 0.50 0.06 0.00 1.46 0.08 1.54 1.25 1.54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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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90 0.00 0.06 0.00 0.96 0.0816 1.0416 - 1.0416 1.48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90 0.90 0.06 0.00 1.86 0.0799 1.9399 - 1.9399 1.53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90 0.45 0.06 0.00 1.41 0.0798 1.4898 - 1.4898 1.529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90 0.31 0.06 0.00 1.27 0.0796 1.3496 - 1.3496 1.53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

P)
0.90 0.24 0.06 0.00 1.20 0.0791 1.2791 - 1.279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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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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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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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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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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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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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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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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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4,221    453,125    640,975  1,045,321  2,24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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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4,221    453,125    640,975  1,045,321  2,246,922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9,296    332,337    482,530    805,820  1,766,54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9,296    332,337    482,530    805,820  1,766,5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6,000    448,999    663,020  1,099,296  2,395,7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6,000    448,999    663,020  1,099,296  2,395,7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3,998    312,136    478,181    835,592  1,897,7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3,998    312,136    478,181    835,592  1,8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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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158    211,115    323,420    565,157  1,283,5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158    211,115    323,420    565,157  1,283,5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3,990    393,194    602,358  1,052,585  2,390,5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3,990    393,194    602,358  1,052,585  2,390,5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8,981    301,966    462,601    808,367  1,835,8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981    301,966    462,601    808,367  1,83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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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762    288,146    433,449    746,215  1,675,6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9,762    288,146    433,449    746,215  1,675,6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7,913    259,263    397,182    694,052  1,576,2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913    259,263    397,182    694,052  1,5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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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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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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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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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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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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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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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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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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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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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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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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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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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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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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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

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종합소득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 초과)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 X 70%' 적용

분리과세

한도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퇴직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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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허가 취소, 해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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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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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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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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

(2022.11. 9)

7기

(2021.11. 9)

6기

(2020.11. 9)

자산총계 13,044 20,461 27,354

  운용자산 12,342 20,101 27,245

    증권 12,096 19,556 25,748

    파생상품 -232 -5 1,041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79 550 456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02 361 109

부채총계 76 138 20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6 138 209

자본총계 12,968 20,323 27,145

  원본 10,445 12,757 23,309

  수익조정금 -1,182 -4,148 -292

  이익잉여금 3,705 11,714 4,128

55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8기

(2021.11.10~2022.11. 9)

7기

(2020.11.10~2021.11. 9)

6기

(2019.11.10~2020.11. 9)

운용수익 -3,603 8,237 511

  이자수익 7 2 5

  배당수익 385 486 196

  매매/평가차익(손) -3,995 7,749 31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58 35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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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기

(2021.11.10~2022.11. 9)

7기

(2020.11.10~2021.11. 9)

6기

(2019.11.10~2020.11. 9)

  관련회사 보수 257 357 42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2 2

당기순이익 -3,861 7,878 88

매매회전율 _ _ _

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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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8기

(2022.11. 9)

7기

(2021.11. 9)

6기

(2020.11. 9)

자산총계 13,044 20,461 27,354

  운용자산 12,342 20,101 27,245

    유가증권 12,096 19,556 25,748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12,096 19,556 25,748

    파생상품 -232 -5 1,041

    현금및 예치금 479 550 456

    현금및현금성자산 479 550 456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02 361 109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701 361 109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0 0 0

부채총계 76 138 209

  기타부채 76 138 209

    기타미지급금 22 62 109

    미지급보수 54 76 100

    기타미지급비용 0 0 0

    미지급분배금 0 0 0

자본총계 12,968 20,323 27,145

  원본 10,445 12,757 23,309

  수익조정금 -1,182 -4,148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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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기

(2022.11. 9)

7기

(2021.11. 9)

6기

(2020.11. 9)

  이익잉여금 3,705 11,714 4,128

    이월이익잉여금 2,055 1,294 2,267

    기지급이익분배금 0 0 0

    당기순이익 -3,861 7,878 88

부채및 자본총계 13,044 20,461 27,354

총좌수 8,526 10,574 19,798

기준가격 1,242 1,593 1,165

다.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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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8기

(2021.11.10~2022.11. 9)

7기

(2020.11.10~2021.11. 9)

6기

(2019.11.10~2020.11. 9)

운용수익(손실) -3,603 8,237 511

  투자수익 391 488 201

    이자수익 7 2 5

    배당수익 385 486 196

    기타수익 0 0 0

  매매차익 2,459 6,249 3,079

    파생상품매매이익 616 1,435 2,724

    수익증권매매이익 1,843 4,815 355

  매매차손 -2,493 -1,471 -3,537

    파생상품매매손실 -2,486 -1,471 -2,444

    수익증권매매손실 -7 0 -1,093

  평가손익 -3,961 2,970 769

    파생상품평가손익 -227 -1,047 43

    수익증권평가손익 -3,734 4,017 726

운용비용 258 359 423

  운용수수료 150 208 242

  수탁수수료 10 14 16

  판매수수료 97 135 163

  기타비용 1 2 2

당기순이익 -3,861 7,878 88

좌당순이익 -0.45 0.7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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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1.11.10

~2022.11.9
26 26 1 1 6 6 22 22

2020.11.10

~2021.11.9
54 54 3 3 31 31 26 26

2019.11.10

~2020.11.9
65 65 6 6 17 17 54 54

2018.11.10

~2019.11.9
69 69 10 10 14 14 65 65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1.11.10

~2022.11.9
23 23 3 3 7 7 19 19

2020.11.10

~2021.11.9
37 37 10 10 24 24 23 23

2019.11.10

~2020.11.9
48 48 10 10 22 22 37 37

2018.11.10

~2019.11.9
52 52 9 9 13 13 48 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2021.11.10

~2022.11.9
0 0 0 0 0 0 0 0

2020.11.10

~2021.11.9
0 0 0 0 0 0 0 0

2019.11.10

~2020.11.9
1 1 0 0 1 1 0 0

2018.11.10

~2019.11.9
40 40 3 3 42 42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2021.11.10

~2022.11.9
0 0 0 0 0 0 0 0

2020.11.10

~2021.11.9
1 1 0 0 1 1 0 0

2019.11.10

~2020.11.9
43 43 2 2 44 44 1 1

2018.11.10

~2019.11.9
12 12 49 49 18 18 43 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2021.11.10

~2022.11.9
0 0 0 0 0 0 0 0

2020.11.10

~2021.11.9
37 37 1 1 38 38 0 0

2019.11.10

~2020.11.9
9 9 46 46 18 18 37 37

2018.11.10

~2019.11.9
4 4 12 12 6 6 9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2021.11.10

~2022.11.9
25 25 1 1 6 6 19 19

2020.11.10

~2021.11.9
9 9 29 29 13 13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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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감

(C4)

2019.11.10

~2020.11.9
2 2 8 8 1 1 8 8

2018.11.10

~2019.11.9
0 0 3 3 1 1 2 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1.11.10

~2022.11.9
20 20 1 1 6 6 15 15

2020.11.10

~2021.11.9
37 37 9 9 25 25 20 20

2019.11.10

~2020.11.9
47 47 9 9 20 20 37 37

2018.11.10

~2019.11.9
52 52 9 9 14 14 47 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1.11.10

~2022.11.9
0 0 0 0 0 0 0 0

2020.11.10

~2021.11.9
3 3 0 0 3 3 0 0

2019.11.10

~2020.11.9
5 5 0 0 2 2 3 3

2018.11.10

~2019.11.9
8 8 0 0 2 2 5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1.11.10

~2022.11.9
1 1 0 0 1 1 0 0

2020.11.10

~2021.11.9
1 1 0 0 0 0 1 1

2019.11.10

~2020.11.9
1 1 0 0 1 1 1 1

2018.11.10

~2019.11.9
4 4 2 2 5 5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21.11.10

~2022.11.9
12 12 1 1 2 2 10 10

2020.11.10

~2021.11.9
19 19 2 2 9 9 12 12

2019.11.10

~2020.11.9
24 24 3 3 9 9 19 19

2018.11.10

~2019.11.9
26 26 4 4 6 6 24 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

Pe)

2021.11.10

~2022.11.9
12 12 2 2 2 2 11 11

2020.11.10

~2021.11.9
19 19 7 7 15 15 12 12

2019.11.10

~2020.11.9
21 21 9 9 10 10 19 19

2018.11.10

~2019.11.9
22 22 7 7 9 9 21 2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21.11.10

~2022.11.9
7 7 1 1 1 1 6 6

2020.11.10

~2021.11.9
14 14 2 2 9 9 7 7

2019.11.10

~2020.11.9
18 18 3 3 8 8 14 14

2018.11.10

~2019.11.9
21 21 3 3 6 6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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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

금(S-P)

2021.11.10

~2022.11.9
2 2 0 0 0 0 2 2

2020.11.10

~2021.11.9
3 3 1 1 2 2 2 2

2019.11.10

~2020.11.9
4 4 2 2 3 3 3 3

2018.11.10

~2019.11.9
5 5 1 1 2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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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60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4.11.10

~22.11.15)

투자신탁 -21.88 % 4.84 % 5.41 % 3.38 % 5.30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14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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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6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6.13

~22.11.15)

투자신탁 -23.21 % 3.10 % 3.67 % 1.67 % 4.35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1.60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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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6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7.14

~22.11.15)

투자신탁 -22.93 % 3.47 % 4.04 % 2.03 % 3.85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84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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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2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2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62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7.10.10

~22.11.15)

투자신탁 -23.25 % 3.01 % 3.57 % 1.58 % 2.48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1.07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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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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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8.10.08

~22.11.15)

투자신탁 -23.24 % 3.07 % 3.64 % 2.05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2.48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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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64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7.13

~22.11.15)

투자신탁 -23.04 % 3.32 % 3.90 % 1.89 % 3.87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81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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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5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5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8.08

~22.11.15)

투자신탁 -22.64 % 3.84 % 4.42 % 2.40 % 4.44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1.12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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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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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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9.07

~22.11.15)

투자신탁 -23.35 % 2.91 % 3.49 % 1.49 % 3.17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85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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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67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7.07.28

~22.11.15)

투자신탁 -23.00 % 3.37 % 3.95 % 1.94 % 2.94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67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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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68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8.10

~22.11.15)

투자신탁 -22.89 % 3.52 % 4.09 % 2.08 % 3.96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87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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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69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16

~22.11.15)

(20.11.16

~22.11.15)

(19.11.16

~22.11.15)

(17.11.16

~22.11.15)

(16.08.10

~22.11.15)

투자신탁 -22.83 % 3.59 % 4.17 % 2.16 % 4.03 %

비교지수 -22.15 % -2.64 % -4.37 % -1.82 % 0.87 %

수익률변동성 18.34 % 17.00 % 20.48 % 17.60 % 15.25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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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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70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1.88 % 40.69 % 6.58 % 6.77 % -5.56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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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3.21 % 38.42 % 4.85 % 5.00 % -7.16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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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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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2.93 % 38.90 % 5.22 % 5.38 % -6.82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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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72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72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72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3.25 % 38.25 % 4.71 % 4.87 % -7.18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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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7)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73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투자신탁 -23.24 % 38.38 % 4.82 % 5.48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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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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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3.04 % 38.71 % 5.07 % 5.23 % -6.95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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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74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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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2.64 % 39.39 % 5.59 % 5.76 % -6.48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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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3.35 % 38.18 % 4.66 % 4.82 % -7.33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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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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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3.00 % 38.78 % 5.12 % 5.29 % -6.91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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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76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2.89 % 38.97 % 5.27 % 5.43 % -6.77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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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77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1.16

~22.11.15)

(20.11.16

~21.11.15)

(19.11.16

~20.11.15)

(18.11.16

~19.11.15)

(17.11.16

~18.11.15)

투자신탁 -22.83 % 39.06 % 5.34 % 5.51 % -6.71 %

비교지수 -22.15 % 21.76 % -7.74 % 8.30 % -3.70 %

- 비교지수 : MSCI South East Asia Index*50% + VN Index*35% + 콜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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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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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0 0 0 139 0 0 -10 0 0 0 6 5 140

합계 0 0 0 139 0 0 -10 0 0 0 6 5 140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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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이 음수인 경우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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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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98,644 10,143 106,290 156,811 488,425 117,853 70,203 1,338 7,895 1,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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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베트남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
사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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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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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ragon Capital MANAGEMENT (HK) LIMITED

설립일 2007년 03월 21일

회사주소 Unit 2406, 24/F, 9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3979-8100

팩    스 : 852-3979-8199

[재수탁사 개요]

회사명  Dragon Capital VietFund Management JSC

설립일  2003년 7월 15일

회사주소  1701-04, 2 Ngo Duc Ke,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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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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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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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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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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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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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8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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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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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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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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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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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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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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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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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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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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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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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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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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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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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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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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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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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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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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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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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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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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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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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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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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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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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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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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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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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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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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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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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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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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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

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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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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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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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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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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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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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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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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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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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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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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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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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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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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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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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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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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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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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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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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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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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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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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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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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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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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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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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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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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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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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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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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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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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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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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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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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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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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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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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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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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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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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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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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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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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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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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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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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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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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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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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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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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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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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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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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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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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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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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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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생상품 관련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

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② ①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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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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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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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

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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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

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

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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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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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

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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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