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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라틴아메리카주식투자신탁-모

수익자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8년 9월 17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6월 24일 현재

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

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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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6월 24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

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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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현재로 유효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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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24일 현재

슈로더라틴아메리카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운용자산 599,068,943,032

현금및예치금 44,248,189,986

예치금 (주석 3) 25,660,468,592

증거금 (주석 4) 18,587,721,394

대출채권 16,459,630,000

콜론 (주석 3) 16,459,630,000

유가증권 538,361,123,046

지분증권 (주석 5) 538,361,123,046

기타자산 26,563,046,249

미수이자 7,156,867

정산미수금 (주석 6) 2,891,000,000

미수배당금 819,443,753

선납원천세 709,411,00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2,136,034,629

자 산 총 계 625,631,989,281

부 채

기타부채 28,488,713,63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3,386,293,284

해지미지급금 15,000,000,000

수수료미지급금 6,849,719

기타미지급금 95,570,629

부 채 총 계 28,488,713,632

자 본

원본 (주석 7) 538,674,724,722

이익잉여금 (주석 10) 58,468,550,927

(총좌수 : 538,674,724,722좌)
(1,000좌당기준가격 : 1,108.54원)

자 본 총 계 597,143,275,64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25,631,989,28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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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2007년 06월 25일부터 2008년 06월 24일까지

슈로더라틴아메리카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운용 수익 72,920,225,421

투 자수익 17,185,386,601

이자수익 1,164,661,228

배당금수익 16,020,725,373

매매차익과평가차익 462,591,180,303

파생상품매매차익 192,344,200,000

지분증권매매차익 74,638,417,496

지분증권평가차익 52,622,504,798

외환거래차익 142,180,661,905

기타거래차익 805,396,104

매매차손과평가차손 406,856,341,483

파생증권매매차손 280,928,300,000

지분증권매매차손 74,766,402,616

지분증권평가차손 34,640,480,002

외환거래차손 16,521,158,865

운용 비용 1,244,652,248

보관대리인보수 132,415,295

기타비용 1,112,236,953

당기 순이익 71,675,573,173

1,000좌당순이익 (주석 8) 108.98 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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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변 동 표

제 1 기 2007년 06월 25일부터 2008년 06월 24일까지

슈로더라틴아메리카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07. 6. 25(설정일) - -

추가모집 882,540,637,221 882,540,637,221

해지환급액 (343,865,912,499) (343,865,912,499)

당기순이익 71,675,573,173 71,675,573,173

설정조정금 22,627,065,255 22,627,065,255

해지조정금 (35,834,087,501) (35,834,087,501)

현금분배금 - -

(총좌수 : 538,674,724,722좌)
(1,000좌당 기준가격 : 1,108.54원)

2008. 6. 24 538,674,724,722 58,468,550,927 597,143,275,64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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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 06월 24일 현재

슈로더라틴아메리카주식투자신탁-모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투자신탁-모 (이하 "투자신탁")은 2007년 6월 25일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

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사

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럼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

외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 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등이 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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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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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7년 6월 25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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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59,630

원화예치금 〃 - 1,169,540

외화예치금 〃 USD 23,697,076 24,490,929

합 계 42,120,099

4. 증거금

당기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 과 목 은 행 명 금 액

증 거 금 동양선물㈜ 9,742,704

〃 농협선물㈜ 8,845,017

합 계 18,58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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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BRAMBVACNOR4 16,900 1,132,188 1,072,655

BRBBRKACNOR4 5,620 4,805,762 5,577,798

BRBRAPACNPR2 1,029,085 22,749,781 28,023,039

BRBRMLACNOR9 159,471 1,808,393 1,756,437

BRBTOWACNOR8 45 1,842 1,684

BRCCIMACNOR5 807,019 3,943,115 4,576,169

BRCCROACNOR2 434,794 7,658,004 9,463,551

BRCMIGACNOR6 210,783 3,965,566 4,389,287

BRCNFBACNPR8 1,153,442 3,517,711 5,247,219

BRELPLACNPB0 615,853 10,130,983 14,990,683

BRITSAACNPR7 2,739,753 15,539,365 18,467,249

BRLUPAACNOR8 3,280 74,403 124,309

BRPRGAACNOR4 268,000 6,240,874 7,804,476

BRROMIACNOR8 640,309 6,338,643 7,007,329

BRSUZBACNPA3 346,700 4,785,342 5,917,839

BRTAMMACNPR2 7,500 191,694 152,334

BRTBLEACNOR2 418,500 4,710,047 6,255,835

BRTCSLACNOR0 568,316 2,975,657 2,264,933

BRTNLPACNOR3 85,100 3,267,371 2,759,022

BRTNLPACNPR0 345,400 8,098,460 9,250,680

BRUBBRCDAM14 1,752,200 20,971,810 23,632,564

BRUGPAACNPR5 187,259 5,893,411 7,222,944

BRUSIMACNOR3 187,525 5,664,569 9,347,895

BRUSIMACNPA6 261,900 7,293,272 13,144,337

BRWEGEACNOR0 282,249 3,562,044 3,756,159

CL0000000100 51,539 212,255 171,996

CLP249051044 31 208 194

CLP3710M1090 1,937,119 2,700,830 3,080,639

CLP371151059 249,571 3,986,509 3,675,571

CLP8716X1082 12,129 628,280 674,615

CLP9796J1008 1,077,827 2,399,625 1,9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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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MX01HO000007 469,018 4,201,618 4,913,224

MX01ME090003 856,090 2,456,831 2,614,208

MXP200821413 1,056,563 2,623,917 3,367,076

MXP225611567 2,338,287 6,650,492 5,752,065

MXP3142C1177 720,900 2,764,919 2,555,048

MXP314311103 1,768,174 5,074,503 4,600,999

MXP370711014 1,022,800 4,248,212 4,714,622

MXP370841019 100 655 744

MXP371491046 694,900 4,044,116 4,586,278

MXP4833F1044 374,203 2,004,254 1,987,154

MXP495211262 639,200 3,578,318 4,282,019

MXP810081010 2,168,800 7,979,994 8,772,466

PEP648014202 1,140,394 4,671,342 2,362,342

BMG2519Y1084 61,000 3,701,964 5,242,067

US02364W1053 898,874 51,882,580 49,022,606

US0594603039 1,199,172 24,751,669 26,249,311

US0596022014 196,400 4,211,164 4,327,521

US05965X1090 75,715 3,580,094 3,425,066

US05968L1026 317,949 10,067,182 11,162,552

US2044096012 402,847 7,457,668 9,858,987

US2044121000 784,346 16,454,648 24,018,718

US20441W2035 144,150 9,961,615 9,787,922

US2044481040 94,000 4,856,245 5,835,740

US29081M1027 37,591 1,662,036 1,156,962

US29244T1016 59,783 2,560,200 2,835,965

US3444191064 445,850 16,860,190 19,615,659

US3737371050 1,159,974 21,847,026 28,544,217

US40049J2069 65,599 1,569,479 1,589,152

US71654V1017 959,382 27,867,803 54,097,405

US8336351056 59,100 3,397,637 3,269,604

US84265V1052 64,000 6,392,395 7,444,507

US87484D1037 20,601 428,817 418,584

US8792732096 279,277 6,262,865 4,485,353

US88031M1099 142,343 8,130,922 9,996,226

US92906P1066 127,500 3,718,533 3,663,241

합 계 453,169,917 538,3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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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상품

(1) 당기 말 현재 선물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 약 수
미결 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8-09 달러선물 6,200 293,260,000 (28,241,000) (30,070,000) 1,829,000

2008-08 달러선물 3,300 170,610,000 (379,500) (1,353,000) 973,500

2008-09 달러선물 300 14,160,000 (1,396,500) (1,485,000) 88,500

9,800 478,030,000 (30,017,000) (32,908,000) 2,891,000

7.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538,674,724,722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

로 원본은 538,674,724,722원입니다.

8. 1,000좌당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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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당 기 순 이 익 71,675,573,173

가중평균유통좌수 657,705,685,959

1,000좌당 당기순이익 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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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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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과 세 대상 수 익 43,652,594,971

과 세 대상 비 용 535,241,248

과세대상소득금액 43,117,353,723

당 기 순 이 익 71,675,573,173

10.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Ⅰ. 대차대조표 자산 625,631,989,281

Ⅱ. 대차대조표 부채 28,488,713,632

계 597,143,275,649

Ⅲ. 신탁안정조정금 -

Ⅳ. 신탁재산의 순자산 (Ⅰ-Ⅱ-Ⅲ) 597,143,275,649

Ⅴ. 수익증권의 총좌수 538,674,724,722

Ⅵ. 수익증권기준가격 (1,000 좌)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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