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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분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3년과 2012년 6월 30일로 종

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 ·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

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

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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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13기1분기: 2013년6월30일현재

제12기 : 2013년3월31일현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주석 제13기1분기 제12기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36,438,897,891 34,429,681,403

매도가능금융자산 6 447,500,000 447,500,000

유형자산 7 593,729,635 653,140,499

무형자산 8 472,279,990 472,279,990

이연법인세자산 372,579,669 259,249,533

기타자산 10, 17 5,280,396,979 4,829,807,851

자산총계 43,605,384,164 41,091,659,276

부채

충당부채 9 137,267,166 135,937,619

당기법인세부채 1,086,813,082 470,200,761

기타부채 10, 17 12,966,577,905 2,955,702,001

부채총계 14,190,658,153 3,561,840,381

자본

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이익잉여금 11 19,414,726,011 27,529,818,895

자본총계 29,414,726,011 37,529,818,895

부채및자본총계 43,605,384,164 41,091,659,276

별첨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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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3기1분기: 2013년4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제12기1분기: 2012년4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주석 제13기1분기 제12기1분기

영업수익 12, 17 8,732,875,033 8,906,950,177

영업비용 13, 17 (6,344,635,521) (6,742,984,842)

영업이익 2,388,239,512 2,163,965,335

영업외수익 14 25,000 12,624,863

영업외비용 14 (75,21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88,189,301 2,176,590,198

법인세비용 16 (503,282,185) (462,174,182)

분기순이익 1,884,907,116 1,714,416,016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1,884,907,116 1,714,416,016

별첨분기재무제표에대한주석은본분기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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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13기1분기: 2013년4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제12기1분기: 2012년4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원)

구 분 주석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2012년4월1일현재잔액 10,000,000,000 31,626,445,233 41,626,445,233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 1,714,416,016 1,714,416,016

소유주와의거래

연차배당 11 - (10,000,000,000) (10,000,000,000)

2012년6월30일현재잔액 10,000,000,000 23,340,861,249 33,340,861,249

2013년4월1일현재잔액 10,000,000,000 27,529,818,895 37,529,818,895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 1,884,907,116 1,884,907,116

소유주와의거래

연차배당 11 (10,000,000,000) (10,000,000,000)

2013년6월30일현재잔액 10,000,000,000 19,414,726,011 29,414,726,011

별첨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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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13기1분기: 2013년4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제12기1분기: 2012년4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원)

구 분 주석 제13기1분기 제12기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027,669,968 2,421,091,293

영업으로부터창출된현금흐름 18 1,722,174,642 2,235,368,104

이자의수취 305,495,326 277,809,569

법인세납부 - (92,086,380)

투자활동현금흐름 (18,453,480) (23,252,990)

보증금의감소 - 200,000

유형자산의취득 7 (2,587,200) (23,452,990)

보증금의증가 (15,866,28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2,009,216,488 2,397,838,30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8 34,429,681,403 38,084,446,2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8 36,438,897,891 40,482,284,556

별첨분기재무제표에대한주석은본분기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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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13기 1분기 : 2013년 6월 30일 현재

제12기 : 2013년 3월 31일 현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 대표이사: 전길수)는 2001년 5월 21일에

설립되어 2001년 7월 19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투자신탁운용업 영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운용업무, 투자자

문(일임)업무, 콜거래업무, 어음매입업무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

다.

회사의 전신인 슈로더투자신탁서울사무소는 1994년 5월 17일에 설립되어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의 한국내 연락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

다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 18일자로 청산되었습니다.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의 자산 일부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2001년 6월 11일자로 회사에 매

각되었으며, 동 사무소의 임직원은 2001년 5월 31일자로 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

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3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

기간말인 2013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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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채택한 제· 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3년 4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

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결회

사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

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

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 내용을 전진적으

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

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

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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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

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

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2013년 3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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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 역 2013년 6월 30일 2013년 3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소액현금 500 500

기업자유예금 1,409,365 1,232,588

MMDA 15,320,189 4,487,252

원화정기예금 19,708,844 28,709,342

합 계 36,438,898 34,429,682

6.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내 역
2013년 6월 30일 2013년 3월 31일

취득원가 장부가액 취득원가 장부가액

한국금융투자협회 출자금(주1) 447,500 447,500 447,500 447,500

(주1) 상기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운용업에 등록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금융

투자협회((구)자산운용협회)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여 회

원사의 출자금 회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습니

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으며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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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기초장부가액 653,140 856,352

취득/대체 2,587 23,453

처분/대체 - -

감가상각 (61,998) (63,602)

기말장부가액 593,730 816,203

취득원가 1,352,146 1,324,305

감가상각누계액 (758,417) (508,102)

8. 무형자산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기초장부가액 472,280 472,280

취득/대체 - -

처분/대체 - -

상각 - -

기말장부가액 472,280 472,280

취득원가 478,993 478,993

상각누계액 (6,713)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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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기초 135,938 130,747

추가충당금전입 - -

할인액상각 1,330 1,279

기말 137,268 132,026

상기 충당부채는 복구충당부채로서 회사는 사무실 임차계약 종료 후의 원상복구 의

무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0.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10.1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미수수익-금융자산

미수투자신탁위탁자수수료 2,528,306 2,832,812

미수투자일임수수료 842,568 665,658

미수투자자문수수료 56,451 104,174

기타미수수수료 989,794 111,666

미수이자 39,310 151,844

소계 4,456,429 3,866,154

보증금-금융자산 544,942 529,076

미수금-금융자산 11,714 -

선급비용-비금융자산 267,312 434,578

합계 5,280,397 4,82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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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미지급배당금-금융부채 10,000,000 -

미지급비용-금융부채 1,256,997 1,574,290

미지급비용-비금융부채 1,569,636 1,080,281

제세금예수금-비금융부채 139,945 301,131

합계 12,966,578 2,955,702

11. 이익잉여금

11.1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이익준비금 5,000,000 5,000,000

대손준비금 19,331 22,371

미처분이익잉여금 14,395,395 22,507,448

합계 19,414,726 27,529,819

11.2 대손준비금

11.2.1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대손준비금기적립액 19,331 22,371

대손준비금적립예정금액 3,010 (3,040)

대손준비금잔액 22,341 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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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대손준비금 전(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대손준비금전(환)입액 3,010 (1,602)

대손준비금반영후조정이익(주1) 1,881,897 1,716,018

대손준비금반영후주당조정이익(단위:원) 941 858

(주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

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

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입니다.

11.3 배당금

2013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 10,000백만원은 2013년 7월

에 지급되었습니다(전기 지급액: 10,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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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업수익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수수료수익:

위탁자보수 6,282,897 7,978,206

투자일임수수료수익 865,845 376,648

투자자문수수료수익 162,607 88,684

기타수수료수익 1,203,085 118,927

소계 8,514,434 8,562,465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등 192,962 293,474

소계 192,962 293,474

외환거래이익:

외환차익 14,311 1,172

외화환산이익 11,168 4,340

소계 25,479 5,512

기타 - 45,500

합계 8,732,875 8,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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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비용

13.1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수수료비용:

투자자문수수료비용 9,628 12,083

위탁업무수수료비용 3,055,388 3,631,266

기타지급수수료비용 53,082 -

소계 3,118,098 3,643,349

외환거래손실:

외환차손 15,788 12,629

외화환산손실 - 3,023

소계 15,788 15,652

판매관리비: 3,209,419 3,082,705

기타의영업비용: 1,331 1,279

합계 6,344,636 6,7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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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급여 1,474,911 1,434,597

퇴직급여 123,297 119,362

복리후생비 192,230 220,147

판매부대비 317,255 148,650

광고선전비 89,980 1,100

공고비 - 1,980

여비교통비 22,055 58,489

통신비 5,938 6,291

전산운용비 13,218 12,283

세금과공과 66,628 77,968

업무위탁수수료 20,992 990

지급임차료 229,596 226,885

용역비 330,126 518,354

감가상각비 61,998 63,602

접대비 26,904 24,473

인쇄비 396 308

차량유지비 19,437 20,002

소모품비 10,876 6,342

수선유지비 7,884 8,229

보험료 105,130 46,869

조사연구비 86,388 79,904

연수비 827 2,384

잡비 3,353 3,496

합계 3,209,419 3,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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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업외수익 및 비용

14.1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기타 25 12,625

14.2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기타 75 -

합계 75 -

1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5.1 회사의 고유자산과 별도로 운영관리하는 신탁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펀드수 원본액 펀드수 원본액

주식형 53개 3,123,028,491 54개 3,427,981,480

채권형 1개 582,200 1개 589,026

혼합형 22개 80,226,131 23개 99,652,466

재간접투자신탁 39개 743,573,254 38개 380,741,823

계 115개 3,947,410,076 116개 3,908,964,795

(주) 상기 펀드에는 모펀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운용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약관상 명

시된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탁자보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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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

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은 21.07% 입니다.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회사의 지배회사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며, 최상위 지배회

사는 Schroders Plc.입니다.

17.1 용역의 판매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용역의판매:

지배회사 221,792 28,995

기타특수관계자 1,143,899 178,615

합계 1,365,691 207,610

17.2 용역의 구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용역의구입:

지배회사 2,627,830 3,081,782

기타특수관계자 844,795 945,399

합계 3,472,625 4,0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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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6월30일 2013년3월31일

특수관계자에대한채권

지배회사 81,802 64,751

기타특수관계자 976,156 151,089

채권계 1,057,958 215,840

특수관계자에대한채무

지배회사 10,779,771 1,183,972

기타특수관계자 323,240 266,771

채무계 11,103,011 1,450,743

17.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급여,상여및퇴직급여 198,137 21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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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금흐름표

18.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

치합니다.

18.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2013년1분기 2012년1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88,189 2,176,590

조정:

감가상각비 61,998 63,602

외화환산손실 - 3,023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330 1,279

외화환산이익 (11,168) (4,340)

이자수익 (192,962) (293,474)

조정계 (140,802) (229,910)

순운전자본의변동:

기타자산의감소(증가) (536,088) 369,237

기타부채의증가(감소) 10,876 (80,549)

순운전자본의변동계 (525,212) 288,688

영업으로부터창출된현금흐름 1,722,175 2,23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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