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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유로 주식투자신탁-모

수익자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8년 5월 4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유로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3월 4일 현재의 대차대

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

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

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

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

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유로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3

월 4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

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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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신

탁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내

부통제제도의 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범위를 넘어 추

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관련법규 등의 위배사항과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

해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8년 5월 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
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대한영
향을 미칠 수 있는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이로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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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대 차 대 조 표

제 1 기 2008년 03월 04일 현재

슈로더유로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운용자산 217,469,081,596

현금및예치금 18,984,419,225

예치금 (주석 3) 12,069,211,428

증거금 (주석 4) 6,915,207,797

대출채권 2,204,110,000

콜론 (주석 3) 2,204,110,000

유가증권 196,280,552,371

지분증권 (주석 5) 196,280,552,371

기타자산 7,482,071,57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156,559,673

미수이자 671,184

정산미수금 (주석 6) 147,000,000

선물거래미수금 40,500,000

미수배당금 452,676,367

선납원천세 1,684,664,350

자 산 총 계 224,951,153,170

부 채

기타부채 11,186,606,539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143,159,460

선물거래미지급금 15,000,000

해지미지급금 6,000,000,000

수수료미지급금 5,038,712

기타미지급금 23,408,367

부 채 총 계 11,186,606,539

자 본

원본 (주석 7) 237,961,191,259

결손금 (주석 10) 24,196,644,628

(총좌수 : 237,961,191,259좌)
(1,000좌당기준가격 : 898.32원)

자 본 총 계 213,764,546,63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4,951,153,17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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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2007년 03월 05일부터 2008년 03월 04일까지

슈로더유로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운용 손실 58,557,174,534

투 자수익 13,550,210,628

이자수익 1,334,154,065

배당금수익 12,216,056,563

매매차익과평가차익 230,958,911,480

파생상품매매차익 126,914,527,647

지분증권매매차익 34,945,448,742

지분증권평가차익 1,512,548,424

외환거래차익 67,586,372,585

기타거래차익 14,082

매매차손과평가차손 303,066,296,642

파생증권매매차손 188,581,004,460

지분증권매매차손 63,724,079,565

지분증권평가차손 47,041,186,791

외환거래차손 3,720,025,826

운용 비용 193,159,156

보관대리인보수 69,622,735

기타비용 123,536,421

당기 순손실 58,750,333,690

1,000좌당순손실 (주석 8) 130.18 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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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변 동 표

제 1 기 2007년 03월 05일부터 2008년 03월 04일까지

슈로더유로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구 분 원 본 결 손 금 총 계

2007. 3. 5(설정일) - -

추가모집 756,628,299,595 756,628,299,595

해지환급액 (518,667,108,336) (518,667,108,336)

당기순손실 58,750,333,690 58,750,333,690

설정조정금 52,537,580,726 52,537,580,726

해지조정금 (17,983,891,664) (17,983,891,664)

현금분배금 - -

(총좌수 : 237,961,191,259좌)
(1,000좌당 기준가격 : 898.32원)

2008. 3. 4 237,961,191,259 24,196,644,628 213,764,546,63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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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 03월 04일 현재

슈로더유로 주식투자신탁-모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유로 주식투자신탁-모 (이하 "투자신탁")은 2007년 3월 5일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

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

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EMU(유럽경제통화연맹)의 가입국가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EMU(유럽경제통화연맹)의 가입국가의 기업이 발행주식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적용하여 작성되

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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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투자신탁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은 배당락일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

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신탁약관 제23조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

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분증권의 평가

지분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는 최근 종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비상장 지분증권의 평가는

위탁회사가 인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가정보시스템

이 제공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공된 가격이 일상의 거래관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가 설치·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한 평가손익을 지분증권평가이익 또는 지분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

식하고 있습니다.

(4) 파생상품의 거래

선물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

표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 최근 일자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파생상품

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매매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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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의하여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설정조정금 및 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하

는 날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 산출하고 이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본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에서 원본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7)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8) 외화표시 자산부채 평가

회사는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은 당해 연도 수익 및 비용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므

로,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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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7년 3월 5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3. 콜론 및 예치금

당기말 현재 콜론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 과 목 은 행 명 외 화 금 액

콜 론 ㈜한국씨티은행 - 2,204,110

원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 201,866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EUR 8,243,776 11,867,327

USD 19 18

합 계 14,273,321

4. 증거금

당기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 과 목 은 행 명 금 액

선물위탁증거금 삼성선물㈜ 3,208,248

〃 우리선물㈜ 1,690,450

해외위탁증거금 ㈜한국씨티은행 2,016,510

합 계 6,9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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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코 드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BE0003565737 31,754 4,046,716 3,756,569

BE0003669802 6,393 2,565,241 2,162,715

BE0003797140 32,862 3,760,282 3,714,979

BE0003810273 57,393 2,468,693 2,543,460

BE0003884047 59,755 2,342,752 2,908,347

DE0005003404 60,830 3,549,961 3,661,211

DE0005140008 34,459 4,748,909 3,631,119

DE0005190003 57,861 3,607,388 3,051,885

DE0005200000 32,910 2,162,558 2,512,801

DE0005552004 112,167 3,338,400 3,513,587

DE0005557508 218,763 3,763,602 3,920,757

DE0006599905 19,205 2,418,448 2,269,506

DE0007030009 15,003 1,096,669 988,089

DE0007164600 42,240 1,914,028 1,925,137

DE0007236101 65,485 8,027,897 7,984,579

DE0007771172 93,008 3,202,955 1,867,761

DE000A0CAYB2 24,465 2,252,399 1,895,465

DE000SYM9999 39,488 1,014,771 978,302

ES0113900J37 220,168 4,163,106 3,708,231

ES0130960018 40,969 1,058,146 1,165,974

ES0173093115 20,448 1,054,680 1,199,808

ES0178430E18 108,583 3,301,635 2,941,767

FI0009000251 62,476 2,715,500 2,626,170

FI0009000681 49,265 1,254,226 1,653,132

FR0000044422 28,314 690,265 240,481

FR0000054900 67,521 2,218,235 1,496,878

FR0000120073 24,094 2,648,832 3,231,903

FR0000120172 81,547 5,380,561 5,445,768

FR0000120271 136,255 9,497,507 9,728,836

FR0000120529 129,813 6,829,731 7,639,340

FR0000120537 15,946 2,547,795 2,6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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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코 드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FR0000120578 72,758 6,212,113 5,121,726

FR0000120628 163,623 6,352,329 5,198,445

FR0000120982 17,103 3,720,661 2,524,599

FR0000121972 18,589 1,983,103 1,988,253

FR0000127771 138,531 5,540,313 5,248,795

FR0000130403 28,422 3,406,243 2,931,552

FR0000130809 48,233 6,930,794 4,831,899

FR0010208165 26,519 931,791 1,026,919

FR0010259150 47,377 2,306,377 2,779,214

GRS260333000 89,812 2,623,056 2,409,944

GRS492003009 52,802 1,205,847 735,787

IE0002424939 39,637 1,272,478 942,165

IE0030606259 232,038 4,769,879 3,053,037

IE00B06H8J93 204,069 4,430,842 2,736,151

IT0000064854 583,500 5,033,343 4,062,971

IT0000072618 609,182 4,217,938 3,862,079

IT0001207098 69,529 1,412,037 1,190,576

IT0001250932 286,375 1,182,860 1,238,814

IT0001976403 43,354 983,430 871,809

IT0003132476 67,975 2,221,044 2,213,444

IT0003428445 53,636 539,361 510,060

LU0323134006 69,781 3,848,364 5,121,106

NL0000009066 80,345 3,307,719 2,989,827

NL0000009082 262,407 4,152,272 4,736,960

NL0000009132 59,469 4,207,142 4,142,600

NL0000009355 257,652 7,283,145 7,484,821

NL0000009538 106,433 4,100,880 3,968,284

NL0000303600 206,719 8,509,192 6,481,343

NL0000360618 83,859 2,717,681 2,496,473

NL0000390706 108,699 2,280,479 2,106,189

NL0006144495 201,088 4,268,367 3,485,294

080222F81001 12,058 804,893 824,509

합 계 212,397,861 196,2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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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상품

당기 말 현재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 약 수
미결 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8-05 유로선물 1,600 114,952,000 120,000 - 120,000

2008-05 유로선물 900 64,620,000 27,000 - 27,000

VGH8 선물 144 7,564,414 (176,215) - (176,215)

합 계 2,644 187,136,414 (29,215) (29,215)

7.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237,961,191,259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

로 원본은 237,961,191,259원입니다.

8. 1,000좌당 당기순손실

당기말 현재 1,000좌당 당기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당 기 순 손 실 58,750,333,690

가중평균유통좌수 451,284,007,292

1,000좌당 당기순손실 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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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말 현재 당기순손실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과 세 대상 수 익 30,159,856,476

과 세 대상 비 용 193,159,156

과세대상소득금액 29,966,697,320

당 기 순 손 실 58,750,333,690

10.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Ⅰ. 대차대조표 자산 224,951,153,170

Ⅱ. 대차대조표 부채 11,186,606,539

계 213,764,546,631

Ⅲ. 신탁안정조정금 -

Ⅳ. 신탁재산의 순자산 (Ⅰ-Ⅱ-Ⅲ) 213,764,546,631

Ⅴ. 수익증권의 총좌수 237,961,191,259

Ⅵ. 수익증권기준가격 (1,000 좌) 8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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