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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230조 원의 국내 최대 규모 관리자산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민들의 재산증식과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솔루션을 개발해, 최고의 신뢰를 받는 운용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운용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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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의 관리자산은 2004년 6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약 230조 원을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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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운용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essage
from the CEO
지난 해에도 당사는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30조 원의 관리자산을 운용하며,
매출 1,986억 원, 세전이익 677억 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전영묵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삼성자산운용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삼성자산운용은 2017년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운용능력을 인정받는 KODEX ETF의 총 순자산은 20조 원에
육박해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수성했으며, 아세안 및 중화권 시장에서 운용능력을 인정받은
해외펀드 수탁고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기금 투자풀 사업에서는 5회 연속 주간사로 선정되었고, TDF(타깃데이트펀드) 연금시장에서는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등 각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최대규모인
관리자산 230조 원을 운용하며, 매출 1,986억 원, 세전이익 677억 원 등 최상위권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1위를 넘어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산운용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경영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사는 이미 서울 본사를 비롯해 홍콩, 런던, 뉴욕법인 그리고 북경자문사로 이어지는 24시간
글로벌 운용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식·채권·대체투자 분야 리서치와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자산배분펀드 등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 유수의 운용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혁신적 상품
도입 및 운용노하우 벤치마킹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캐피탈그룹의 TDF연금펀드와,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자문하고 뉴액티브 부문에서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DFA(Dimensional Fund Advisors)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다양한 투자 기회와 세계적 수준의 투자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 및 목적 솔루션 상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당사는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투자상품의 품질 향상과 혁신상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지난 2016년에 TDF라는 혁신적인 연금펀드를 선보여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시 2년 만에 국내 TDF 전체 시장 수탁고 1조 원, 당사 상품인 삼성한국형TDF 수탁고는 4천3백억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정하면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글로벌 분산투자를 대신해주는 상품으로, 연금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분들께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이와 함께 당사의 ETF운용능력을 십분 활용한 ETF투자 솔루션 서비스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MP솔루션(ETF Managed Portfolio),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재무설계를 도와드리는 ‘GBI솔루션(Goal Based Investment)’등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저비용 투자,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좋은 성과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해

또한, 펀드 제안서, 운용보고서 등도 알기 쉽게 제작해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투자리서치 센터에서는 투자자와 판매사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투자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펀드

끝으로, 투자자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올바른 투자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전후 모든 과정에 걸쳐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하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자산운용업의 존재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표 운용사의 소명에 부응하고자
‘모두가 이기는 투자’라는 투자자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이기는 투자란 일시적인 성과나 테마에 쏠리는 투자를 지양하고,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무상황에 맞는

삼성자산운용 CEO로서 올 한 해 이러한 경영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내년 이 자리에서 크나큰 성과에

투자문화를 가꿔 나가기 위함입니다. 장기적립식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생애주기투자, 저비용투자를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재산증식과 편안한 노후생활에

통해 투자의 리스크, 시장의 변동성, 예측의 불확실성,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투자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확실한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고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운용사가 되기 위해 힘껏

투자권유인(FA)을 대상으로 대 고객 맞춤형 재무설계를 돕는 판매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삼성자산운용이 제안하는 펀드투자 원칙

모두가 이기는 투자
자본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정작 자산증식에 성공한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에 따른 주식, 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로서 이와 같은 현실에 책임을 느끼며 ‘모두가 이기는 투자’를 주제로 개인 투자자가 ‘승리’할 수
있는 투자의 핵심을 제안해 국내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2. 펀드 투자의 원칙

KOSPI 인덱스에 각 기간 동안 투자할 때의 수익 & 손실률
KOSPI 일별 수익률
수익률(%)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없이 펀드 투자에

92.6

(빈도수)

뛰어든다면, ‘실패하는 투자’, ‘지는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9.6
상승

1. 펀드투자의 이유

51.3%

장기 적립식 투자

24.7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지수와 한국

평균수익률 0.03%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KOSPI지수의 과거 수십 년간 일별 수익률의

하락

14.7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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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S&P500의 경우
미국의 경우 과거 90년간 물가가 13배 오르는 동안,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Treasury Bill)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원금의 21배가 증가했고, 위험자산인 소형주(Small Cap Index)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무려
원금의 16,743배가 증가했습니다.

16.8
9.5

-4.5

12.2

12.6
8.4

8.6

8.0

0.0

2.2

4.2

15년

20년

25년

주가가 상승한 날은 전체의 53.3%, 하락한 날은
46.7%였으며, KOSPI 지수도 마찬가지로

-50.9
1년

주가가 상승한 날은 51.3%, 하락한 날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금시장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60%로 가장 높고 펀드 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10.6

5년

10년

손실률(%)

48.7%를 나타냈습니다.

※ 상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수익률은 은행예금에 주로 가입하는 원리금보장형이 평균 3.54%(최근 8년 기준)인 반면, 펀드에

•자료 : 삼성자산운용, KOSPI Index TR 1980 ~ 2017 월간 데이터

가입하는 실적배당형이 평균 5.58%로 차이를 보입니다.

S&P500 일별 수익률

위와 같이 장기투자 실천의 도구로서 시장을 믿고 꾸준히 장기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빈도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효과 (미국)

‘적립식 투자’입니다.
(%)

아래 표는 실제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KOSPI지수에 매월 10만원씩 투자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줍
상승

$16,743

•자료 : 삼성자산운용, 블룸버그, KOSPI

53.3%

미국 중소형주 인덱스

(1980.1.1 ~ 2017.12.31), 10,222일
평균수익률 0.03%

니다. 누적 투자 원금은 4,560만 원에 불과하나, 만기 평가금액은 3.5억 원으로 원금의 7.8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감정을 배제한 투자를 통해 위험
을 감수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46.7%

역사적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주가의 상승과

$5,386
미국 대형주 인덱스

하락 확률은 반반에 가까웠습니다. 내일의

$132

시장을 예측하는 마켓타이밍 투자에는 한계가

미국 국채(장기) 인덱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투자하면

$21

(만원)

누적 투자 원금
평가금액(NAV)

손실 가능성이 줄면서도 수익률의 변동성은

미국 국채(단기) 인덱스

낮아지게 됩니다.

$13

미국주식 대표지수 S&P500 인덱스 투자를

소비자물가 지수

15년 이상 했다면, 과거 그 어떤 시점에
투자했든 손실 확률은 0%입니다. 한국시장도
(%)

마찬가지로 투자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의 변동성과 손실가능성은 작아집니다.

•자료 : 삼성자산운용, 블룸버그, S&P500
※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 Dimensional Fund Advisors, 1926년 각 자산에 $1 투자를 가정, 1926.1 ~ 2015.12

(1950.1.1 ~ 2017.12.31), 16,999일 S&P500의 경우
1926~1957년에는 90개 종목으로 구성

한국주식 대표지수 KOSPI 인덱스 투자를 15년
이상 했다면, 과거 그 어떤 시점에 투자했든
손실 확률은 0%입니다.

•자료 : 삼성자산운용, 블룸버그, 1980.1.1~2017.12.31, 매월 1일 10만원 투자 가정

③ 저비용 투자의 중요성

3.어떻게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가?

펀드 투자시 투자자는 다양한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① 글로벌 분산투자
어떠한 자산도 꾸준히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변동성)이 감소합니다. 또한 해외자산을
다양하게 편입하면 국내에만 투자한 것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면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Portfolio 1 자산 분산
구분
주식

BM

비중

국내주식

수익률

50%

국내채권

구분
주식

4.8%
채권

Portfolio 2 지역 분산
변동성

9.9%

50%

채권

BM

비중

국내주식

25%

국내채권

25%

국내주식

25%

국내채권

25%

Portfolio 3 종목 분산
구분

주식

채권

BM

비중

BM

비중

10%

국내주식

10%

글로벌주식

7.5%

글로벌주식

5%

미국주식

15%

미국주식

15%

유럽주식

7%

일본주식

5%

신흥국주식

3%

7.5%

일본주식

6%

신흥국주식

4%

국내채권

25%

글로벌채권

25%

변동성

구분

주식
4.7%

변동성

4.3%

7.7%

6.8%
AI
채권

원자재

5%

국내채권

25%

글로벌채권

25%

추천 펀드 포트폴리오

장기투자를 했다면, 투자성과가 기대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0년간 투자를 한 경우 수익률 차이는 12%나

이와 같이 삼성자산운용은 장기 적립식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 생애주기 투자, 저비용 투자를

되고, 투자기간이 30년이라면 약 31%까지

바탕으로, ‘모두가 이기는 투자’라는 투자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일시적 성과나 테마에 쏠리는 투자를

확대됩니다.

지양하고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무상황에 맞는 투자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모두가 이기는 투자’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대표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비용 상품 (총보수 0.15%)

Portfolio 4 실물자산 포함

국내주식

유럽주식

수익률

수익률

확인해야만 합니다. 비용이 높은 상품을 통해

삼성자산운용

수익률

4.7%

변동성

① 스마트한 자산관리 : 3등분 포트폴리오

② ETF 추천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성향과 재무상태에 따라 주식자산군, 인컴자산군, 채권자산군에서 각각 원하는 펀드를 골라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군별 추천 ETF를

투자합니다. 약 6개월 간격으로 가격이 오른 자산은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가격이 낮아진 자산은

조합하여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이

저가에 사서 밸런스를 맞추며 금액 비중을 바꿔줍니다.

가능합니다.

※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 블룸버그, 삼성자산운용, 2008.1 ~ 2018.1, 세전 일간수익률을 기초로 산출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평균 수익률 및 평균 변동성
•BM Index : 국내주식(KOSPI), 글로벌주식(MSCIACWI), 미국주식(S&P500), 유럽주식(MSCI Europe), 일본주식(TOPIX),
신흥국주식(MSCIEM), 국내채권(국고채 지수), 해외채권(JPM Global Aggregate Bond), Commodity(S&P GSCI Equal Weight Select)

KODEX
단기채권
33%

3등분 포트폴리오

6.5%

0.1

0.7

1.4

1년

5년

10년

2.8

20년

4.2

주식

인컴

33%

33%

ETF
포트폴리오
예시

33%
② 생애주기(Life Cycle) 자산운용 및 분산투자

고비용 상품 (총보수 1.5%)

KODEX
국채선물10년
33%

KODEX
200
33%

채권

30년

3:3:3균등분배

장기투자, 분산투자와 함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령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자산과 투자 가능한 시간(돈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배분을 해야만 합니다.

③ 공모펀드 추천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예시
자산 축적기

자산 전환기
채권

혼합

자산 분배기

연령대별 추천 자산 포트폴리오
삼성 글로벌
선진국 펀드
33%

목표:자산보존과소득증대
투자자산:글로벌국채및회사채

목표:소득과자산의증대및보존
투자자산:글로벌주식및채권

35.1

인컴
25.0

배당 목표:자산과소득증대
성장주 투자자산:글로벌배당주식

인컴
주식

13.4
성장주

1.4

1년

5년

10년

주식

인컴

33%

33%

50%

6.9

목표:자산증대
투자자산:글로벌성장주식

30%

20년

30%
주식
채권

채권

채권

20%

33%

20%

50%

30년

은퇴
은퇴이전연도

20~30대:공격형

은퇴이후연도
■ 투자자 성과

•자료 : 삼성자산운용

※상기내용은참고용예시로,향후달라질수있습니다.

■ 비용 차감

40~50대:중립형

펀드
포트폴리오
예시

60대이상:안정형

삼성
누버거버먼
이머징국공채
플러스 펀드
33%

삼성 배당주
장기 펀드
33%

VISION

INVESTMENT
PHILOSOPHY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운용사로서 국내시장을 이끌어온 삼성자산운용은 ‘Global Top-Class

본부별 선진 투자 프로세스,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In-house) 리서치 조직에 근간을 둔 과학적 투자,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수익에 우선하는 리스크 예방 중시 문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선진 투자 운용 프로세스를

속에서도 과학적인 운용기법, 업계 최고의 우수인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통해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우수한 운용성과 (Track Records)

팀 어프로치

•삼성인디아펀드3호(2010년 3월 출시) 수익률 :

분야별 전문가 역량을 결집한

1년 7.09%, 2년 44.43%, 설정후 123.78%
•삼성아세안펀드2호(2007년 4월 출시) 수익률 :

선진형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1년 10.63%, 2년 26.98%, 설정후 200.19%

차별화된 운용

•삼성한국형TDF2045(2016년 4월 출시) 수익률 :
1년 8.64%, 2년 19.16%
차별화된
자산운용

※ 2018년 4월말 운용펀드 기준

가치투자
국내 최고의 리서치 조직에
근간을 둔 과학적 투자

차별화된 운용시스템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In-house) 리서치

Global Top-Class
자산운용사

Bottom-Up 접근으로

운용자산별 특화 투자
프로세스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추구

업계 최고수준 리서치
인프라 및 인력 보유

초과수익 실현

수익에 우선하는 리스크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 시스템

예방 중시 문화

•선진국형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사전 - 중간 - 사후 위험관리 시스템 확보

삼성자산운용은 아시아 시장에서

리스크관리

차별화된 자산운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수익 보다 우선하는

현지법인 발전 및 해외 고객 창출을 통해

국내 최대 관리자산 운용사

사업기반을 해외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직문화 사전 - 중간 – 사후의

•우수한 인프라와 운용성과로 자금 특성에 맞는

Global Top-Class 자산운용사로

전방위 리스크 관리 체제

운용 구현

도약하겠습니다.

- 총 관리자산(AUM) 230조 원 돌파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사업기반
해외 확대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선정
- KODEX ETF 순자산 총액 20조 원 돌파

글로벌화 선도
사업원칙

•ETF 해외 상장
•홍콩, 런던, 뉴욕 현지법인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확보
•캐피탈그룹, 로스차일드, 릴라이언스, 건신기금
등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체결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 자금 유치

① 우리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윤리적인 집단이 된다.

② 우리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⑥ 우리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우리는 자산운용 사업을 리스크 관리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⑦ 우리는 인프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④ 우리는 내실 경영을 추구하며 정도 영업을 지향한다.

⑧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팀워크를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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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서치센터

삼성자산운용은 본부별 선진 투자
프로세스,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
In-house 리서치 조직에 근간을 둔
과학적 투자, 수익에 우선하는
리스크 예방 중시 문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선진 투자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자풀
운용본부

산재보험기금
운용본부
독보적인 연기금 운용 관련 제반 시스템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기반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과 공공기관 자산의
수익성, 투명성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1년 12월 도입된

투자풀 수탁고 현황(2017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이해도를 기반으로 자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 채권형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기금 자산의

■ 혼합형

■ 주식형

수익성과 경제성,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우리 본부는 선진 투자 기법 도입과 기금에

이래 5회 연속 주간운용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60여 개의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최적화된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금 포트폴리오

주식형

2.4%

MMF

Fund of Funds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채권형
총수탁고

있으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 활성화에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관리를

41.3%

115,568

기여하겠습니다.

수행하고 자산운용 체계 등에 대한 투자자문

혼합형

도입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위탁 운용 업무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금의 자산과 부채 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최적화된 자산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삼성자산운용의 산재보험기금운용본부를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수립하고, 투자를 다각화하며 운용 프로세스와

선정했습니다.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근로자에 소중한 재원인

44.8%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약 17조 원 규모의

관리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주간운용사로

전체에 대한 최적 투자 솔루션 제공을 지향하고

업무(OCIO)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해 2015년 7월부터 전담자산운용체계를

또한,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11.5%

산재보험기금운용본부

인프라와 인력풀을 투입하여 포괄적인 운용

■ MMF

상품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투자풀운용본부는 제도가 도입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으며, 검증된 운용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여하겠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금에 대한

해외형 및 대체투자형 신상품도 안착시켜 운용

제도입니다.

재간접 운용에 있어 15년 이상의 독보적인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투자풀운용본부는 16년 이상의 연기금투자풀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삼성자산운용만의

바탕으로 운용합니다.

산재보험기금운용본부는 앞으로도 기금 목적

위험분산
추구

대체투자
확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금의 운용 체계를
발전시키고 OCIO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하는
최적의 성장 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풀운용본부 주간사 재선정

투자풀운용본부

산재보험기금운용본부 운용현황

(2017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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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O의 개념
* 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회 연속

외부위탁운용관리

단기자금

4.1%

* 4년 단위로 선정

투자 자문 서비스만 제공받거나 투자 실행 단계만
위탁하던 과거의 아웃소싱 패턴을 뛰어넘어,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INVESTMENT
MANAGER

SOLUTION
PROVIDER

2017

대체투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사업상의 요구를

8.8%

반영한 자산배분, 매니저 선정/관리, 자금 집행과
성과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의 투자 전략 반영까지

해외주식

5.7%

운용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내부 조직을 대리하여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013

투자풀 제도의
장기 안정적
운용 목적 실현

주식형

2009
국내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채권형

53.2%
자금운용

28.2%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

2005

OCIO

≧

Fiduciary
Manager
+

FIDUCIARY

2001

투자자문

연금
사업본부

채권
운용본부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 연금 솔루션 제공

예정된 인출 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부 자산을

우수한 서비스와 고객 다각화 통한
대표 상품

남길 수 있도록 하여 갈수록 커지는 장수

연금사업본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의

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비하도록

투자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했습니다.

개발해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연금 자산 확보에

연금사업본부의 다음 목표는 기업의 확정급여형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미국 Capital Group과 제휴를 통해
장기ㆍ분산ㆍ생애주기라는 연금투자의 3요소를

(DB형) 퇴직적립금 운용입니다. 이미 DB형
연금자산 운용에 적합한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는 DB퇴직연금 맞춤형

모두 만족시키는 한국형 TDF 펀드 시리즈를

수탁고 확대

삼성 한국형 TDF 시리즈 (2016년 4월 출시)

채권운용본부는 경제 및 금리 전망과 같은

•생애주기 투자에 최적화된 글로벌 분산

거시경제 지표 뿐 아니라 산업 및 신용 상대가치

포트폴리오 구축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주는 리밸런싱 기능이 핵심
•출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수탁고 3,000억 원
돌파, 2년 1개월 만에 4,000억 원 달성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시했습니다.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대한민국 연금 투자의 새로운 이정표를

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은퇴

제시했습니다.

이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연금사업본부는 연금 시장에 대한 깊은

Fund)를 개발해 은퇴자들이 노후자금을 인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RIF는

이해와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 연금
솔루션으로 대한민국의 저금리 고령화 위기

국내 TDF시장에서의 압도적 1위 유지
회사
삼성자산운용
A자산운용
B자산운용
C자산운용
D자산운용

수탁고
4,057
2,197
1,640
746
296

2018년 증가분
+1,124
+519
+414
+120
+10

(기준일: 2018년 3월 30일, 단위: 억 원)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에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맞는 차별화된
운용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채권운용본부는 시장 전체 채권펀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2017년에는 한국형RIF(Retirement Income

분석 등 깊이 있는 리서치를 토대로 고객의

자금 유출로 공모펀드 및 MMF 단기자금의
수탁고가 소폭 축소되어 2016년 말 대비 1.4조
원 감소한 18조 원(연말 기준, 관계사 일임자문
제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의 악조건 하에서도 과거 우수한
성과를 통해 쌓아온 Track Record 를 바탕으로
기관 일임 수탁고를 1.2조 원 가량 증대
시켰습니다. 또한 금리상승기의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절대수익형 펀드를 출시하였고,

연금사업본부 수탁고

(2018년 3월 말 기준)

삼성한국형RIF 시리즈
정기적인 현금흐름 제공 및 잔존자산 확보를

퇴직연금

개인연금

23
조

89

천억 원

천

목표로 한 국내 최초의 인출형 솔루션

명실상부한 본부의 주요 상품 중 하나로

•잔존자산(Ending Wealth) 향상 – 장수위험에

자리잡았습니다.

대비해 자산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

백억 원

•정기적 현금 소득 창출 –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 확보
•위험/변동성 관리 – 글로벌 채권과 분산,

삼성한국형TDF 수탁고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8개월만에 수탁고 4,000억 원을 달성하며

리밸런싱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 자녀결혼, 의료비 등 갑작스런 목돈
인출에 대응 가능

4,297

채권운용본부 운용철학

채권운용본부는 앞으로도 일임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임시장 1위 수성 (M/S 45%)과 함께

차별적 우위 확보·채권시장변화 선도

성과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팩터(Factor)기반 Rule-based Model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계량화된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까지 흡수함으로써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지속 제공
선진 자산운용사의 경쟁에서 차별적 우위 확보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740

채권시장의 변화 선도

삼성DB 통합솔루션

2,912
2,345

적립금 관리 솔루션

1,972
1,543
629

채권운용본부 수탁고

리서치 기반

초과성과 창출

채권시장변화 선도

철저한 기능분화

•기업 퇴직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미래 부채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운용

1,179
531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하며

724

•정기적인 분석 및 리밸런싱으로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솔루션을 지향
자료 : 에프앤가이드(매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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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PASSIVE
운용본부
인덱스 투자철학의 실현

ETF
솔루션본부
KODEX HISTORY

Passive 운용본부는 인덱스 펀드와 ETF를
운용하는 국내 최고의 Passive 전문 조직으로서

2018
2017

Approach의 선진형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기초로 한 인덱스 투자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국내 최초로 ETF를

•KODEX 순자산총액 15조 원 돌파
•팩터(Factor)기반의 스마트베타 ETF
라인업 확대 및 ‘ETF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플랫폼 완성
•KODEX 200TR, KODEX MSCI Korea TR
2種의 국내 최초 토탈리턴 주식형 상품
상장
•국내 최초로 국내종합채권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종합채권액티브ETF 상장

2016
2015

도입한 이후 매년 혁신적인 상품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ETF 시장의 선도자로서
ETF 투자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
•다양한 운용 방식의 해외 주식 섹터,
해외 주식 레버리지 ETF 등 상품
라인업 구축

2010
2009

PASSIVE 운용본부 주요 수탁고 추이
(2018년 3월 말 기준)

상품 수
2009

ETF

90

개

•국내 최초로 KODEX 코스닥150,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KODEX 코스닥150
인버스 ETF를 상장하여, 코스닥 투자
대중화에 기여
•국내 최초 브로드마켓 인덱스 추종 상품인
KODEX 코스피, KODEX선진국MSCI
World 2種 상장

•아시아 최초로 지수수익률의 -1배, +2배를
추종하는 KODEX 인버스, KODEX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
⇀한국 ETF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ETF의 다양한 활용도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됨

인덱스펀드

2007
•국내 최초의 해외 ETF 상장, 홍콩
HSCEI지수를 추적하는 KODEX China H
상장

개

운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를

팩터(Factor)를 활용한 스마트베타 ETF를

활용한 자산 관리 솔루션, 생애주기와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목적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해

⇀시장지수가 아닌 테마나 전략기반의
ETF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한국 ETF시장의
상품라인업 다양화를 선도함

삼성자산운용 ETF 솔루션본부는 팩터 기반의

바탕으로 홍콩,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ETF

스마트베타 ETF 라인업을 빠르게 확대하며

ETF 솔루션본부는 국내 ETF 시장의 선도자로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Passive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ETF투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

ETF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시장에

개발과 다양한 투자자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확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속해 나가며,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해외

ETF 상장 이후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2년

최근 국내 금융 시장에서도 해외 선진 시장과

코스피 200 ETF 상장 이후로, 2007년 국내

마찬가지로 EMP(ETF Managed Portfolio)

최초 해외 ETF 상장, 2009년 국내 최초 채권

전략이 자산배분의 주요한 한 축으로

ETF 상장,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시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ETF

KODEX 자산군별 ETF 순자산총액 현황

(2018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국내-시장대표

■ 국내-레버리지/인버스

■ 국내-레버리지/인버스

■ 국내-섹터 및 테마

■ 국내-섹터 및 테마

(2018년 4월 기준) (단위: 개)

■ 국내 채권

■ 해외주식

■ 상품 및 통화

명성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스마트베타및전략

2,453
1%

■ 국내 채권

■ 혼합형

시장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KODEX ETF의

KODEX 자산군별 ETF 상품개수 현황

■ 국내-시장대표

■ 해외주식
■ 혼합형

292
0%

5,252
3%

■ 상품 및 통화

11

2002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 상장으로
국내 ETF 시장의 초석을 다짐

순자산

31,661
16%

*국내상장 기준

20.5

조원

인덱스펀드
*운용펀드 기준

조원

2007년 국내 최초의 해외 투자 ETF인 KODEX China H 상장, 2008년에는 시장 지수가 아닌

17,776
9%

총액
20조 원

ETF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2014년엔 ETF 순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KODEX ETF 15주년을 맞이한 2017년엔
약 15조 원을 넘어섰고, 2018년 초인 현재 20조 원을 기록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88,841
44%

18

총 개수
90개

20

특정 테마를 지수로 개발하여 ETF화한 KODEX 삼성그룹 ETF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걸쳐 아시아 최초로 정방향(+) 1배가 아닌 인버스(-) 1배 ETF를 상장시키며

5

12
2

3,963
2%

ETF

7.3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년간 축적해온 ETF 관련 노하우를

■ 국내-스마트베타및전략
•국내 최초 테마형 ETF인 삼성그룹 ETF
상장

71

ETF운용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는 2002년 국내 최초

2008

*운용펀드 기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EMP 전략 개발 및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을 담당합니다. 국내
•2018년(4월 현재)
순자산총액 20조 원 돌파

•국내 최초의 채권 ETF 상장

*국내상장 기준

솔루션본부는 국내 최고의 인력,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도적인

ETF를 활용한 전략 개발과 운용,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바탕의 과학적 운용 시스템 구축과 Team

최초로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상장하며

Solution Provider
ETF 솔루션본부는 ETF의 상품 개발, 마케팅 및

국내외 지수에 투자해 안정적인 성과를 실현

매니저 개인의 직관에 의한 투자가 아닌 퀀트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ETF

49,509
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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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본부

멀티에셋
솔루션본부

해외 투자를 통한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글로벌사업본부는 글로벌주식운용팀,

펀드를 신규 출시하여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투자자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을 위한 펀드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보험사, 증권사 등 대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아시아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대수익형 일임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적

지역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자체 운용역량을

글로벌채권운용팀, 글로벌마케팅팀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운용사들과의 파트너쉽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고히 하여 시장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
글로벌주식운용팀은 투자 대상이 전 세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채권운용팀은 해외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

동시에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현지법인과의 긴밀한 운용 협력으로 아시아

지속적으로 발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미국과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채, 투자가능등급채권은 물론 이머징

Full-OCIO 형태로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마케팅팀은 해외 주요 파트너사와 협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IT투자와 다양한 투자솔루션

통해 당사 ASEAN 투자전략을 활용한 유럽현지

제공을 통해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등 핵심

공모펀드를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투자가치를 지키며 고객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본격적인 해외 수탁고 증가 및 인바운드

추구를 실현하는 선량한 관리자이자 혁신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섹터의 채권자산 편입을 통해 분산투자를

앞으로 해외 현지에 펀드를 추가로 출시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자금 확보를 통해

멀티에셋솔루션본부 조직도

인바운드 수탁고 확대 및 해외고객군 다양화를

또한 해외 유수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미국,
향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협업을 지속하고

차별화된 펀드 라인업을 구축하고 테마형

투자목표 분석부터 최종 투자단계까지 이어지는

자금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 및 마케팅

국가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산업,

유럽 등 해외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소형, 고배당 등

일반기업까지 확장시키고, 고객 부채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바운드(Inbound)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해외 주식형 투자 상품을

OCIO 영역은 향후 고객기반을 제조업 등

글로벌마케팅팀은 국부펀드 등 주요 해외 현지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검증된 투자전략의 우수 펀드를 도입하여 국내

글로벌사업본부 운용철학

Asset Allocation팀

고객을 위한 혁신과 변화! 투자자의 니즈에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응답합니다

핵심투자 솔루션인 Target Date Fund를

대표 펀드상품

멀티에셋솔루션본부는 미래 신사업인 글로벌
자산배분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기회
확대

삼성 아세안

투자 솔루션 제공

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투자자의

원스탑 서비스

투자 효율
개선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연기금,

역량이 집중된 글로벌 역외펀드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투자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일본 중소형FOCUS

해외 투자를 통한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
Team Approach
전사 및 팀 역량
결집을 통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Systematic Investment
체계적 프로세스를
통한 정량적,
정성적 리서치 중시

Total Risk Management
철저한 위험 관리로
시장위험 및
운용위험 최소화

삼성 미국코어채권

···
삼성 누버거버먼 이머징국공채

갖추고 있습니다.
멀티에셋솔루션본부는 Fund of ETF

첨단금융상품과 함께 글로벌 선진운용사의
삼성 인디아

펀드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펀드플랫폼을

입니다.
멀티에셋솔루션본부는 ETF와 헤지펀드 등
초과 수익
창출 추구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ETF 이외에도 글로벌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솔루션 전문조직
삼성 중국본토 중소형FOCUS

해외투자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국내외 ETF를 활용해 멀티에셋
자산배분을 함으로써
중위험/중수익을 제공.
다양한 자산군을 아우르는 자산배분을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제공.

Fund Strategy팀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가의 저비용 글로벌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지펀드,
Active Equity Fund 등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운용을 통해 기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글로벌

액티브·인덱스 펀드에 대한 정량/
정성적인 펀드리서치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성과 지속성을 검증하고,
Fund Allocation을 통해 안정적
초과 성과를 추구.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멀티에셋솔루션본부는 고객의 위험성향과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2년간 펀드플랫폼을

재무적인 목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구축해 약 23만개 이상의 글로벌 펀드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투자자산과 전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지법인의 실사 등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통해 글로벌 펀드 유니버스를 지속

개인고객 뿐 아니라 다수 기관투자가들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배분 관련 자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금운용팀

기업의 DB퇴직부채 분석 등 고객
니즈를 감안하여 국내 및 글로벌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최적의
자산배분 솔루션 제공

LDI
운용본부

AI
운용본부

부채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LDI운용본부는 보험자산 운용역량을 더욱

LDI주식팀

시장 네트워크 및 경험을 활용한

AI운용본부의 2017년 대체자산 수탁고는

장기 안정적 초과수익 확보

강화하면서, 고령화 및 은퇴시장 확대 등 최근의

국내/해외 주식시장에 분산투자(공모펀드, ETF

대체자산의 선별 운용

2016년 말 1조 4670억 원 대비 6,913억 원

환경 변화를 기회 삼아 사업영역을

등)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LDI 운용전문가

운용스타일을 결합하여 운용수익 제고에

집단으로서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갈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신설된 LDI운용본부는 118조 원
(2017년 말 기준) 규모의 삼성생명 일반계정 및
퇴직 계정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ALM(자산-부채 매칭) 전략 아래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하고 고수익 우량자산을
확보하여 안정적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채기간이 긴 보험업 자산운용

LDI국내채권팀

Equity팀(이하 PE팀)을 통해 다양한 대체자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우량 대체 투자기회를

LDI외환전략팀

LDI운용본부는 생명보험 부채 속성을 감안해

AI운용본부는 산하 조직인 인프라팀과 Private

통화스왑, FX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해

발굴하고, 심층적 평가를 통해 투자 대상을

부채속성에 부합하는 ALM 원칙을 바탕으로

외환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환헷지 전략을

선별함으로써 전통자산 대비 높은 수익을

장기 우량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구사해 환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창출 및 수익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2조 1,5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BTL, 해외 신재생 에너지, 해외 PPP, 항공기 및
선박 금융, 해외 PE 블라인드 펀드 등 국내외
인프라, 실물자산, PE펀드의 다양한 분야

대표펀드
해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매스) 펀드
• 영국과 일본의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는 원화 펀드
영국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체투자자산 펀드를 운용 중이며 국내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양광

투자자의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사업의 운용성과가 검증된 선진국으로

해외 대체투자자산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프라팀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펀드

있습니다.

운용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투자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성에 맞춰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규모를 가장

LDI해외채권팀

크게 가져가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채권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국물(KP)과

해외채권 및 국내외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 전략을 수립하고

아시아, 남미 등으로 점차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실행하는 외환전략팀을 신설하여 보다

있습니다.

LDI운용본부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123.3

마련했습니다.

118.5
113.3

인프라팀

PE팀

해외 네트워크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생명의 해외 PE펀드 투자를 통해

선진국의 우량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 및 투자 경험을

헤지를 통한 이머징 마켓 인프라 투자도

바탕으로 해외 PE펀드에 투자하는 Fund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선별적으로 선박/

of Funds 등 재간접형 펀드를 운용하고

항공기 등 실물 자산 투자 기회도 지속

있으며 동 펀드와 연계해 공동 투자 및 해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대출/LBO(Leveraged Buyout:

시장의 투자기회를 고려하여 Secondary 및

차입매수)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Special Situation 전략에도 일부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와의

111.2

LDI 운용본부 프로세스

삼성 글로벌 PE Manager 펀드 1호
• 해외 PE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블라인드
형태의 원화 재간접 펀드
장기간 우수한 Track Record를 보유한 미국과
유럽의 운용사가 운용하는 Buyout과
Mezzanine 전략 펀드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일치를 위해 50억 원의 자기자본을
LDI
국내채권팀

(단위: 억 원)

ALM 원칙
장기채 중심
우량자산 투자

(계획)

■ 국내인프라

■ 실물자산

■ 해외인프라

■ 기타

LDI
해외채권팀
삼성생명
부채속성 분석
자산배분
전략수립

6,716

5,238

주식
9,745

일임 자문 투자실행
(종목 선정, 마켓 타이밍,
리스크 관리)

3,749

해외채권
LDI
주식팀

국내/해외
주식 분산투자
운용수익 제고

10.6%
6,342

국내채권

87.8%
해외투자 관련
환헷지 전략
수립 및 실행

■ 생명 일임 자산

■ Blind Fund

1.6%

삼성자산운용 LDI

LDI
외환전략팀

■ 재간접

14,867

LDI운용본부 자산별 비중
글로벌PF구축
원화채 대비
초과수익 달성

(단위: 억 원)

745

2,899

본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리서치센터
자산배분 및 솔루션 비즈니스의
중추적 역할

매크로팀

투자리서치센터는 경제 및 금융시장을 면밀히

매크로팀은 하향식 금융시장분석 및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하는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센터는 매크로팀, 투자전략팀, 투자교육팀,
정보기획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회사
전반의 자산배분 및 솔루션 비즈니스의 중추적

Long Term view 수립,
Big Trend 제시

Macro 분석 자산군
확대와 전문화

•중장기 글로벌 매크로 House
View 수립

•한국과 G2 중심에서 이머징 국가로
분석 범위 확대

•자산 전망과 투자의 빅 트렌드
제안

•각 국가·지역별 투자 환경 분석

Cross Asset 전망 제시

전사조직과 업무 협업 강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교화된
자산배분 전략제시

•상품개발의 전략 수립에
방향성 제시

역할을 담당합니다.

투자리서치센터 업무 프로세스

Macro 전망

Asset 전망

투자전략팀/투자교육팀
투자전략팀은 학계의 연구결과를 실제 투자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산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끊임없는 검증과 리서치를 수행하여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합니다. 투자교육팀은 올바른 투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상품 활용법 등을 대내외에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수단 선정/
맞춤 포트폴리오

성과분석/
리밸런싱

STEP1

STEP3

STEP4

리서치 및
검증된 모델 개발
대고객 메세지
확립

투자자 교육/
Communication

STEP2

투자교육

피드백

지속적

적극 수용

퀄리티 강화

SAMSUNG ASSET MANAGEMENT
2018 PROFILE BOOK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에

SUBSIDIARY
COMPANY

투자자 교육을 통해 상품별 운용 전략에 대한

26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7

삼성헤지자산운용

28

현지법인(홍콩, 뉴욕, 런던)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삼성헤지
자산운용

우수한 장기 성과 & 고객과의 파트너십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선도 회사

구축

삼성헤지자산운용은 뛰어난 리스크 매니징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우수한 장기

능력과 수익률 보전 노하우를 특화해

성과’와 ‘고객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최우선

2017년 삼성자산운용에서 분사해 새롭게

과제로 삼아 2017년 삼성자산운용에서

출범했습니다.

분사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삼성헤지자산운용은 Equity 롱숏(Long-Short)

삼성헤지자산운용은 2011년 한국형

및 상대가치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를 도입해 절대수익형펀드의 장기

펀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

니즈에 부합하는 중위험, 중수익 운용 스타일의

개발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절대수익형 펀드를 운용합니다. 또한 철저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퀀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롱숏, 펀드 오브 헤지펀드 등 분야별 최고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배치돼 축적된 노하우와
빈틈없는 전략으로 고객의 자산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철학

To improve is to Change, 잃지 않는 투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심도 있는 리서치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확고한 투자철학을

운용역 간의 견고한 협업,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지키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근거한 운용 원칙 확립을 꾸준히 실행에 옮겨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운용
원칙과 프로세스 재정립, 리서치와 운용의
시너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Value주식운용본부

액티브 전문 운용사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해

‘현금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윤석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고객의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허윤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삼성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위험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대처한다

Creativity

Flexible Logic

독립적/
역발상 사고

주식시장의 일시적 테마에 편승하여 투자하는

Growth주식운용본부

유연하게

생각한다

리스크
관리

방식을 지양하여 확고한 투자 철학을 통해

Growth주식운용본부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투자성향과 장점에 맞는 펀드를 담당합니다.

있습니다.

기업탐방을 통한 현장 정보를 심층 분석해
투자대상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주식시장의 변동이 아닌 세상의 변화를 읽어

한 발 앞서

기업의 미래가치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동한다

사고한다

Leadership

Balanced Thinking

또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잃지 않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현지법인
(홍콩, 뉴욕, 런던)

HONG KONG

LONDON
NEW YORK
Hong Kong

홍콩법인

New York

2007년 11월 설립된 홍콩법인(Samsung Asset

홍콩현지법인은 중국 본토, 중화권, 아세안,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전역으로 투자처를 확대함으로써 고개

지난 27년간 유럽 국채/공사채/회사채를

Management (Hong Kong) Limited)은 중국

Asia ex-Japan 등 다양한 펀드 라인업과 우수한

위해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투자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장기 해외채권 투자에 역량을

본토, 중화권, 동남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운용성과를 토대로 탄탄한 현지 운용 기반 및

Samsung Life Investment America (이후

투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펀드 운용의

트랙레코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Samsung Asset Management New York으로

전진기지입니다.

2017년에는 아세안 펀드의 우수한 운용성과를

사명 변경)를 2015년 삼성생명으로부터

바탕으로 미국, 유럽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는데

인수하였습니다.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퀀트운용팀을 신설한 후 업계 최초로
퀀트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주식
롱·숏펀드와 국내 최초 중국본토중소형주
펀드를 출시, 중국 상품라인업을 강화하여 중국
투자 명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홍콩법인은 2015년 12월 역외 헤지펀드를

성공하며 해외 기관 투자자로부터 운용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국내외 운용자산 및 매출을
꾸준히 확대하여 2017년 말 현재 약 3조 원의
관리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법인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 글로벌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미국 등 선진국 투자자의 아시아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교두보로서 역량을 강화해

쌓아왔으며, 채권 일임투자와 함께 주식펀드
포트폴리오 관리, 공모펀드인 유럽
가치배당주식 펀드 운용, 본사의 펀드
솔루션사업 지원을 위한 우수펀드 발굴 등 현지
리서치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및

1994년 삼성생명의 현지 자회사로 설립된

나가고 있으며 선진 시장의 상품 운용과 투자

뉴욕법인은 20여년 이상 미국 금융시장에서

수요를 모두 흡수하여 당사가 글로벌

채권, 주식에 대한 마켓 리서치 및 투자업무를

자산운용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을

런던법인은 유럽 현지에서 직접 자산을

수행하는 현지 운용사로서 미국 증권감독국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자산운용사로서

홍콩현지법인은 현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SEC)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자금의 위탁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뉴욕법인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24시간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채권발행기관인 유럽 공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지화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운용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런던법인

있습니다. 국내투자자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뉴욕법인은 2017년 연말 기준 약 32억 달러의

런던법인(Samsung Asset Management

제공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산을 위탁 받아 미국 매크로, 산업 및 개별

(London) Ltd.)은1991년 4월 삼성생명의

런던법인은 국내고객의 해외자산운용 뿐만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와의 시너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첫번째 해외자산운용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아니라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고객의

효과 창출을 위해 2016년 9월 중국 북경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한

2015년 12월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로

투자자금 유치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캐나다, 남미 등 미주

편입되었습니다.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립하여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HSI 와 HSCEI 레버리지/인버스ETF
4종을 홍콩 최초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자문사를 설립하였습니다.

London

뉴욕법인

자금을 모아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운용하는 Local to Local 비즈니스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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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삼성자산운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본연의 책임뿐만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통해 미래 사회의
성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기
혁신과 변화 추구를 통해 윤리,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리원칙

내부통제체계

삼성자산운용은 고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업계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자산운용사로

내부통제 시스템

삼성자산운용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윤리적 명성을 기업

업무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련하고, 집합투자업자로서의 법령 준수와

의사결정에 있어 수탁고나 수익률보다 법과

더불어 건전한 자산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우선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종류별 담당조직 분리 및 전사 리스크

있습니다.

통제기구를 통한 리스크 총괄 관리

통제 자가진단(Control Self-Assessment)
모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직원 스스로 법규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부정행위를 배격하며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리스크 평가결과와 성과평가를 연동한
보상체계 운영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 재산을 운용하는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과정에서 법규, 신탁계약, 가이드라인 등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인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여 엄격히

삼성인의 사고와 행동기준이 되는 삼성

◦Compliance, RM, 감사 직무분리를 통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모니터링

경영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점검 항목을 시스템에 구현

삼성 경영원칙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및
평가 측면

효율적 통제활동

실무 담당조직 측면

◦내부통제 담당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하에 업무 효율성 극대화

가능하도록 차세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경영원칙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검증, 전산화
원칙 1

◎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속도 및 정확성 향상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더욱

Law & Ethics

◎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강화하였습니다.

◎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원칙 2

◎ 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Clean Culture

◎ 회사와 타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시의적절한 정보 수집 활동 및 이를
근간으로 한 각종 보고서 생산

정보 및
의사소통 측면

◦생산된 정보를 대·내외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화된 의사소통 체계

◦개인별/부서별 각종 점검항목을 자체적으로

◎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진단하는 통제 자가진단시스템
원칙 3

◎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SAMSUNG People

◎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

자가진단 및
모니터링 측면

◦운용관련 전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자산운용 모니터링시스템

◎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깨끗한 기업문화 및 내부통제 환경구축을

원칙 4
Environment,
Safety & Health

◎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한다.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한다.

환경 및 문화 측면

◦내부통제 수행을 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설 및 인력 Infra

원칙 5

◎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Social Responsibility

◎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실천한다.
◎ 사업 파트너와 공존공영의 관계를 구축한다.

임직원 교육 및
인식 강화

윤리경영
부정제보
삼성자산운용은 부정제보 채널(audit.fund@
samsung.com)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불공정
업무처리, 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제보자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제보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와 담당부서에 시정 및 개선 등
처분을 요구하며, 필요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강화를 위해 매년

따라 발생 가능한 윤리경영 이슈들을 소개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서약서 등 각종 서약서를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징구하고 있으며 사내 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부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처리 프로세스

또한, 임직원 역량 평가 항목에 윤리의식을, 업적
평가 항목에 컴플라이언스 충실도를 반영하여
윤리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위반사례발생

3대 중점 관리 항목인 공시, 내부거래, 담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검과 주기적 교육을 통해

2013년부터는 본부별 맞춤형 양방향 교육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Compliance Day’를 실시하여 각 본부의 특성에

있습니다.
조치
요구

임직원 윤리경영교육 참여 현황

필요시
회부

(단위 : %)

대표이사
담당부서
2015

2016

2017

윤리경영교육

100 %

100 %

100 %

컴플라이언스 교육

100 %

100 %

100 %

부정예방 교육

100 %

100 %

100 %

감사팀
감사위원회

처리결과
보고

인사위원회

RISK
MANAGEMENT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리스크 관리 정책
삼성자산운용은 자산운용업의 본질이 곧 리스크

조직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Risk

단계별로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와 관련된 종합적

자산의 운용과 리스크 관리 업무간에 견제와

단계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삼성자산운용은 상품의 설계, 출시 및 운용

관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리스크 관리 조직 체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Management 팀

리스크 관리 규정상의 시장,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
중간, 사후 관리로 구분된 단계별 관리 체계를
◦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
◦ 신용(Credit) 리스크 관리 체계
◦ 상품개발 전 전략 리스크 점검

수립하여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자산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리스크 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통하여 리스크의 전반적인 점검과 필요사항을

본부, 펀드, 매니저별 수익률과 성과 분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들의

통하여 리스크 측정 및 분석을 시행하며 운용

리스크 측정, 분석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전략 및 위규 점검 등을 통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발견된 사항들은 리스크 관리 실무위원회에

등을 통하여 상시 관리하고, 리스크 감지 시에는

실시합니다. 당사는 금융과 관련된 위기뿐만

보고되며,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은 리스크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아니라 비금융적인 위기까지 모든 리스크와

매니지먼트(RM)팀, 컴플라이언스팀과 감사팀이

있도록 적극적인 피드백을 시행합니다.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여 위기 발생 초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팀

감사팀

사전 관리

모니터링, 법률, 사무 리스크

균형을 이루고 허용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및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에

리스크 관리 원칙과 운용 가이드라인을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확하게 설정하고 준수하여 상품개발 과정에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사전에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으며,

◦ 리스크 모니터링
◦ 위규사항 일일 점검

중간 관리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규 사항 일일 점검

◦ 리스크 해소 프로세스
◦ 원인 분석 등 피드백

사후 관리

또한 성과 리스크, 신용집중 리스크, 비정형 상품
리스크 등 운용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리스크 유형을

리스크 관리

금융위기
금리 및 주가 급변
신용경색

세분화하여 시스템적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요인의 정의와 관리

위기 판별 지표
사전 설정

위험요인 정의 및 측정지표

비금융 위기

핵심/보조 지표
Contingency Plan 확보
Action Plan 수립

리스크 관리 지침을 통하여 개별 리스크를

재해/재난/
시스템 마비

구분

정의

시장

주가, 금리, 환율 등 경제 금융환경의 변동으로

리스크

미래의 자산가치가 불분명해짐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사후 Tracking Error,

유형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투자
YES

측정지표(Tool)

종류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리스크

가이드라인 내 개별 위험 요인별 핵심관리

NO

표준편차, 베타
시나리오 분석
섹터 및 종목편입 한도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행함으로써 사전에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사무
모니터링

위기수준 판단
CIO*

위기판별
종합 점검
RM 실무위원

NO

위기대응
NO
Action Plan
즉각 시행

리스크의 파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리스크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불일치,

YES

유동성

보유자산의 시장유동성 저하 등으로

리스크

인한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전사적 대응
발생단계
발전단계

사무
리스크

✽Chief Information Officer

집합투자자산의 투자대상이나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상환의무나 결제의무를

재무비율 신용등급
동일인 한도

유동성자산 비중
저유동성자산 편입비중
거래량 대비 보유비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처리 체계의 미비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예외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사무오류 발생빈도

고객만족
금융 접근성 향상
고객을 위한 읽기 쉬운 운용보고서

블로그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보호
법인 위탁 개인 정보 관리와 보호

이외에도 어린이의 학습을 돕기 위한 눈높이
펀드 운용보고서는 전문용어의 사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경제교실과 학습 놀이터, 한눈에 보느 카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고객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
주요 정보가 관련 업무 외에 부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삼성자산운용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요 상품인

업계 최초로 ‘운용보고서 권장용어 사용지침’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사인 증권회사, 은행,

정하여 일반 투자자가 운용보고서를 보다 쉽게

보험회사 등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직접판매는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쉬운 용어와

연기금투자풀 고객과 일부 법인고객으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가독성이 좋은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고객

글씨체와 글씨 크기를 적용하는 등 금융전문가

정보는 직접 취급하지 않으며, 취급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직접판매 고객인 연기금과 법인고객으로

운용보고서를 만들어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국한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한국증권전산(코스콤)에서
제공하는 ‘파워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삼성자산운용은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열어 펀드 추천 및 상품 정보, 시황과 금융 상식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소셜

판매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내에서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VDI(Virtual Desktop

펀드 상품과 투자 관련 정보를 고객이 쉽게

Infrastructure)라는 가상 PC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최근의

구성함으로써 해당 환경에서만 고객 정보를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정보에

방식의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 비인가 접근과 유출, 변경 등을 방지하고

어린이 경제교육은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있으며,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양방향

있습니다. 가상환경 내에서만 조회 및 저장이

생각하는 지혜를 어린 시절부터 심어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므로 외부로의 유출은 불가능하며, 해당

미래에 바람직한 소비습관과 경제마인드를

안전한 금융상품의 판매와 정보의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리스크 관리를 수익보다
우선시하는 투자 철학을 근간으로 무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어린이 경제 블로그

책임 있는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고 증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수한
운용성과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와 펀드 운용보고서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속 역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당사는 고객 자산의 안정적 초과수익 실현을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추구하기 위하여 전방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취급자를 지정하고 정보 취급과 관련한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주기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및 개인 정보 관리

않은 과도한 투자 등 삼성자산운용의 투자

실태 점검을 통해 고객 정보 보호에 최선을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및

경제 블로그 ‘Play&Study’ (http://kids.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예외 승인자에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samsungfund.com)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주기적인 권한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

갖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어린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많은 어린이가 건강한
경제마인드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펀드에 익숙한
투자자부터 초보, 잠재적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펀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행위 추적을 실시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개발에서 판매사 영업지원까지

고객을 위한 VOC 강화 활동

토탈 마케팅 서비스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삼성자산운용은 상품설계부터 영업지원까지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콜센터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토탈 마케팅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VOC(Voice of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Customers)를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VOC는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부터 금리+α, 각종

관련 부서에 전달 되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대체투자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C 대응 및 고객

갖추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매니저가

의견 반영과 관련된 활동들은 매월 이슈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별 VOC 건수 등으로 구분되어 마케팅과

상품을 설계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이슈에

또한 고객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시황 자료들을 제공하여, 상품 제안과
마케팅 지원, 프로모션까지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PB(Private Banker)와 대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로부터
직접 운용 전략과 전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동호회 중심의 봉사활동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삼성자산운용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역사회의 소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사내 동호회 중심의 다양한

위하여 보육 시설, 공부방 및 복지관 등의 아동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청소년 시설 등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

다양한 취미활동을 살려 문화, 독서, 야구 등의

활동을 펼치는 중입니다.

추석에는 직거래 장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매마을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배따기 농촌체험 활동을 통하여

동호회를 조직하고 각 동호회의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결연을 맺고 있는 ‘이삭의 집’,
2016년 결연을 맺은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 등

동호회 중심의 봉사활동은 최소 월 1회 이상

결연기관과 함께 하는 DIY 제작, 야외 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임직원들이

문화 공연과 스포츠 관람 활동 등을 통해 아동 및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입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함께 하는 사랑밭,

농촌 활성화 및 일손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의 쿠키 만들기, 희망T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에 일손을 지원하고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참여형의
농촌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을
현장 구매한 후 결연 시설에 기증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및 이웃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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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상태표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제 20(당)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

당기말

I.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기말

50,927,731,124

37,342,471,661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4,693,713,847

184,356,923,820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85,357,384,836

78,366,328,538

IV. 만기보유금융자산

35,028,543,280

35,944,345,367

V. 대여금및수취채권

165,331,157,228

319,354,780,010

감사인의 책임

VI. 유형자산

4,073,203,386

5,241,224,437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VII. 무형자산

13,860,345,249

12,810,263,590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VIII. 당기법인세자산

557,969,530

436,947,677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X. 이연법인세자산

2,269,324,842

2,170,320,059

X. 기타자산

2,582,223,043

2,485,325,060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자

산

총

계

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II. 예수부채

64,681,628,058

245,609,341,245

III. 기타금융부채

117,026,912,359

76,178,129,701

299,912,777

295,444,650

V. 순확정급여부채

73,037,332

450,973,868

VI. 당기법인세부채

13,175,452,724

12,931,574,086

VII. 이연법인세부채

-

6,509,054

VIII.기타부채
부

채

총

1,422,176,014
계

II. 기타불입자본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식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3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348,118,403,674

372,653,211,607

I. 자본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978,528,204
202,028,384,758

지배기업지분

2018년 3월 15일

678,508,930,219
11,667,902,866

IV. 충당부채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574,681,596,365
5,349,265,494

330,390,526,545

93,430,000,000

93,430,000,000

(384,524,208)

(384,524,208)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0,732,766,442)

(4,995,462,493)

IV. 이익잉여금

290,340,502,257

242,340,513,246

비지배지분

-

-

계

372,653,211,607

330,390,526,545

부채및자본총계

574,681,596,365

678,508,930,219

자

본

총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제 20(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0(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단위 : 원)

당기말

I.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3. 이자수익
4. 외환거래이익
5. 배당금수익
6. 기타수익
II. 영업비용
1. 수수료비용

전기말
198,662,576,487

177,361,575,394

181,702,436,340

1,716,480,795

3,312,580,313

4,254,168,245

309,328,219

372,399,564

1,216,599,803

1,881,477,915

12,104,939

670,952,991

ㅤ

7,692,084,813

14,052,702,595

1,197,109,377

3. 이자비용

613,585,221

1,431,397,232

4. 외환거래손실

472,612,507

464,798,676

6,678,730,127

7,474,046,337

98,269,597,426

93,667,611,324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기타비용

4,468,127

III. 영업이익
IV. 영업외손익

69,758,595,228

(729,235,633)

1. 영업외수익

44,323,711

2. 영업외비용

773,559,344

527,135,088,578

16,793,353
68,437,891,503

250,038,153
887,121,915
637,083,762

67,708,655,870

VI. 법인세비용

19,708,666,859

20,182,606,133

VII. 당기순이익

47,999,989,011

49,826,027,24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해외사업환산손익
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70,008,633,381

(5,737,303,949)

(3,545,385,540)

(367,340,181)

(511,846,059)

(482,806,876)

(675,258,654)

115,466,695

163,412,595

(5,369,963,768)

(3,033,539,481)

390,672,697

(552,124,294)

(5,760,310,425)

(2,649,316,145)

(326,040)

167,900,958

IX. 당기총포괄이익

ㅤ

42,262,685,062

46,280,641,708

X. 당기순이익의 귀속

ㅤ

47,999,989,011

49,826,027,248

1. 지배기업의 소유주
2. 비지배지분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2. 비지배지분

47,999,989,011

49,826,027,248

ㅤ

42,262,685,062

46,280,641,708

42,262,685,062

46,280,641,708

-

-

2,569

2,666

XII.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총계

93,430,000,000

(384,524,208)

(1,450,076,953)

192,514,485,998

284,109,884,837

-

284,109,884,837

당기순이익

-

-

-

49,826,027,248

49,826,027,248

-

49,826,027,248

기타포괄손익

-

-

(3,545,385,540)

-

(3,545,385,540)

-

(3,545,385,540)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

(511,846,059)

-

(511,846,059)

-

(511,846,05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384,223,336)

-

(384,223,336)

-

(384,223,336)

해외사업환산손익

-

-

(2,649,316,145)

-

(2,649,316,145)

-

(2,649,316,145)

2016.12.31

93,430,000,000

(384,524,208)

(4,995,462,493)

242,340,513,246

330,390,526,545

-

330,390,526,545

2017.1.1

93,430,000,000

(384,524,208)

(4,995,462,493)

242,340,513,246

330,390,526,545

-

330,390,526,545

당기순이익

-

-

-

47,999,989,011

47,999,989,011

-

47,999,989,011

기타포괄손익

-

-

(5,737,303,949)

-

(5,737,303,949)

-

(5,737,303,949)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

(367,340,181)

-

(367,340,181)

-

(367,340,18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390,346,657

-

390,346,657

-

390,346,657

(5,760,310,425)

-

(5,760,310,425)

-

(5,760,310,425)

(10,732,766,442) 290,340,502,257

372,653,211,607

-

372,653,211,607

총포괄이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017.12.31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VIII. 기타포괄손익

2016.1.1

(단위 : 원)

총포괄이익

111,943,841,112

130,224,684,984

10,132,988,981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과목

172,806,956,830

16,450,387,819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

93,430,000,000

(384,524,208)

연결현금흐름표
제 20(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목

(단위 : 원)

당기말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목

전기말
11,905,092,640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65,645,360,706)

퇴직금의 지급

(단위 : 원)

당기말

전기말

(2,529,310,976)

(2,720,878,019)

-

(44,316,900)

2. 이자수익의 수취

2,872,659,627

4,436,343,169

3. 이자비용의 지급

(1,013,478,868)

(2,091,372,129)

1,255,575,803

874,291,214

28,351,831,979

(49,627,863,448)

47,999,989,011

49,826,027,24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3,132,710,112

95,006,433

파생상품평가손실

410,858,910

-

4. 배당금의 수취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316,468,264

-

5. 법인세의 납부

(19,561,495,901)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384,666,7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자비용

613,585,221

1,431,397,23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외화환산손실

134,964,596

177,244,267

퇴직급여

1,668,567,561

1,495,299,860

대여금의 감소

856,492,595

831,421,328

감가상각비

1,671,779,690

943,340,874

보증금의 감소

222,311,131

9,865,609,939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유형자산처분손실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손상차손
복구충당부채전입

165,882,085,215
111,892,221,561

12,706,95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303,000,226

36,979,083,52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8,615,316,000

6,164,037,948

380,803,580

320,881,510

유형자산의 처분

10,000,000

24,140,912

무형자산의 처분

16,793,353
20,182,606,13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2,719,379,889)

(1,140,041,645)

(844,764,883)

(21,971,130)

외화환산이익

63,515,648,035
30,900,000,000

1,731,480,626

4,468,127

이자수익

27,427,885,529

10,426,728

19,708,666,85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정기예적금의 감소

(19,236,759,512)
(41,723,159,670)

2,335,825,668

법인세비용

파생상품평가이익

복구충당부채의 증감

연결범위변동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정기예적금의 증가

52,060,652

125,570,000

20,556,467,431

-

(105,238,807,705)

(138,454,199,686)

(58,800,000,000)

(74,178,265,636)

(255,722,594)

(345,269,829)

대여금의 증가

(1,657,544,343)

(1,290,000,000)

(3,312,580,313)

(4,254,168,245)

보증금의 증가

(371,394,686)

(4,349,051,526)

(85,285,347)

(36,818,44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0,414,274,929)

(41,130,654,829)

(1,216,599,803)

(1,881,477,91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29,650,108,368)

(9,909,987,362)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

(12,627,075)

유형자산의 취득

(525,527,125)

(4,916,727,752)

무형자산처분이익

(210,652)

-

무형자산의 취득

(3,819,958,254)

(2,679,512,581)

복구충당부채 환입

-

(657,713,680)

배당금수익

운전자본의 변동

(41,592,738,867)

(117,895,226,68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감

(2,680,925,704)

(122,101,551,735)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증감

182,058,999,607

(61,941,774,254)

16,695,791

(762,148,543)

기타자산의 증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증감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43,507,640,281

36,246,713,448

43,507,640,281

ㅤ

36,246,713,448

43,507,640,281

ㅤ

36,246,713,448

ㅤ-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

13,689,573,251

(1,970,761,729)

(6,620,830,451)

11,649,928,202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7,342,471,661

39,308,734,257

예수부채의 증감

(180,927,713,187)

48,697,490,055

VI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4,313,788)

4,499,133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31,660,760,359)

9,310,970,710

VI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0,927,731,124

37,342,471,661

751,106,412

17,053,803

기타부채의 증감

연혁
1998-1999
1998.09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납입자본금

2010
2010.02

KODEX 레버리지 ETF 한국거래소

2010.04

삼성투신운용에서

舊삼성투신운용

2010.11

일본 니코펀드 한국위탁운용사로

2010.12

한국투자공사(KIC)

삼성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흡수합병(납입자본금 632억 원,
수탁고 18.9조 원)

2000.03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15. 11

중국 ETF시장 진출 위한
건신기금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

2015. 12

선정
2000-2002

노동부 산재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2015. 10

상장

300억 원)
1999.12

2015. 07

관리자산 200조 달성
삼성생명 런던법인 인수

자산위탁운용사로 선정

자본금 300억 원

2016

유상증자(납입자본금 932억 원)
삼성생명투신운용에서
삼성투신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11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2002.10

KODEX 200 ETF 한국증권거래소

2011
2011.05

유럽 로스차일드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홍콩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상장

2012
2012.04

관리자산 60조 원 돌파

2005.04

ABF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 내 운용사로 선정)

2006-2007
삼성투신운용 브랜드 슬로건 (Stay

2007.11

홍콩 현지법인 설립

2016. 06

KODEX 삼성그룹주 ETF 일본

2013. 10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3. 12

12월 말 기준 관리자산 127.4조 원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달성

서초사옥)
2016. 10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

2017. 01

자회사(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17
삼성헤지자산운용) 분사

2014
2014. 03
2014. 10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KODEX 인버스 ETF

2017. 05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한국형 RIF

펀드 조성
출시
2017.07

업계최초 FA, PB 전용 플랫폼 오픈
유럽 현지고객 대상 삼성 아세안

2015
2015. 02

펀드 줄시

뉴욕 현지법인 인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홍콩 최초 선물 ETF “KODEX HSI

2017.10

KODEX 상장 15주년

일본 노무라 자산운용 한국펀드

Futures ETF / KODEX HSI Futures

2017.12

중국 건신기금 ETF 상장관련 운용

RMB FX ETF” 홍콩거래소 상장

위탁운용사로 선정
2009.11

호주 IFM 인베스터와 글로벌 인프라

중국 상해 리서치 센터 설립

2008-2009
2009.09

2017. 04

국민연금 최초 해외 주식
위탁운용사로 선정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2008.04

회사 이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2013
2013. 08

Ahead) 제정
KODEX 200 ETF 일본

홍콩증시 최초 레버리지 인버스
ETF 4종 상장

2016. 08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6.01

국내 최초 KODEX MSCI Korea ETF
상장

2003-2005
2004.12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운용사

상장

2005.11

2016. 04

Asian Investor지 선정, 한국 최우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5. 04

인도 릴라이언스캐피탈과 전략적
제휴 체결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