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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수익자 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2008년 10월 14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7월 15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종료되는 회계연도의손익계산서및 자본변동표를감사

하였습니다. 이재무제표를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

탁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재무제표에대하여 감

사를실시하고 이를 근거로이 재무제표에 대하여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

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검증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적용한회계원칙과유의적 회

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감사인이 실시한감사가감사의견표명

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감사인은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의 2008년 7월 15일 현재의재무상태와동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운용성과 및 자

본의변동내용을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점에서 적정하게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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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신

탁재산의 운용과 관련된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위해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내

부통제제도의 평가등의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감사범위를 넘어 추

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관련법규 등의 위배사항과 이로인하여재무제표에 대

해 영향을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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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
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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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제 표
대 차대 조 표

제 1 기 2008년 07월 15일 현재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운용자산 5,761,575,564

현금및예치금 676,774,390

예치금 (주석 3) 368,166,398

증거금 (주석 4) 308,607,992

대출채권 221,000,000

콜론 (주석 3) 221,000,000

유가증권 4,863,801,174

수익증권 (주석 5) 98,386,205

지분증권 (주석 6) 4,765,414,969

기타자산 63,096,259

미수이자 87,746

미수배당금 5,286,522

선납원천세 16,470,30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1,251,691

자 산 총 계 5,824,671,823

부 채

기타부채 340,091,316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21,211,301

정산미지급금 (주석 7) 20,560,000

해지미지급금 190,000,000

수수료미지급금 786,036

기타미지급금 7,533,979

부 채 총 계 340,091,316

자 본

원본 (주석 8) 6,006,425,929

결손금 (주석 11)
(총좌수 : 6,006,425,929좌)
(1,000좌당 기준가격 : 913.12원)

521,845,422

자 본 총 계 5,484,580,50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824,671,82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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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계 산 서

제 1 기 2007년 07월 16일부터 2008년 07월 15일까지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운 용손실 386,579,143

투 자 수익 184,892,316

이자수익 34,604,260

배당금수익 150,288,056

매매차익과평가차익 5,793,540,303

파생상품매매차익 2,916,275,000

지분증권매매차익 996,356,883

지분증권평가차익 295,646,727

외환거래차익 1,568,770,263

기타거래차익 16,491,430

매매차손과평가차손 6,365,011,762

파생증권매매차손 4,175,061,500

지분증권매매차손 1,272,758,093

지분증권평가차손 703,170,824

외환거래차손 214,021,345

운 용 비용 55,673,015

보관대리인보수 10,758,185

기타비용 44,914,830

당 기 순손실 442,252,158

1,000좌당 순손실 (주석 7) 47.33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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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1 기 2007년 07월 16일부터 2008년 07월 15일까지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 7. 16(설정일) - -

추가모집 14,352,846,388 14,352,846,388

해지환급액 (8,346,420,459) (8,346,420,459)

당기순이익(손실) (442,252,158) (442,252,158)

설정조정금 (216,013,723) (216,013,723)

해지조정금 136,420,459 136,420,459

현금분배금 - -

(총좌수 : 6,006,425,929좌)
(1,000좌당 기준가격: 913.12원)

2008. 7. 15 6,006,425,929 (521,845,422) 5,484,580,50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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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대한 주석

2008년 07월 15일 현재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이하 "투자신탁")은 2007년 7월 16일 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자산운용

회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한국가별 다

양한 대책이마련되고 있는 가운데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적용하려하는

산업 및기업에 주로 투자하는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해외주식에 직접 투

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수익이변동되는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직/간접적으로관련된 글로벌 주식 (에너

지, 유틸리티, 자동차, 건설, 농경분야 등)에 대한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에의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적용하여 작성되

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있는중요한회계처리방침은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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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수익 및배당수익

투자신탁은발생주의에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은 배당락일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이자율에 의한경과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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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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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가 인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호가정보시스템

이 제공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공된 가격이 일상의 거래관행이나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가 설치· 운용하는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에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한 평가손익을 지분증권평가이익 또는 지분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

식하고 있습니다.

(4) 파생상품의 거래

선물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대차대조

표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 최근 일자의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평가하고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증거금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준가격이없는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평가손익은파생상품

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매매손실의계정과목에 포함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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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의하여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되지않고있습니다.

(6) 설정조정금 및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하

는 날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산출하고 이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본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에서 원본을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의 과목으로 처리하여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7) 이익분배금 및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수익자에게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8) 외화표시 자산부채평가

회사는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환율로환산하고있으

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은당해연도수익및 비용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소득세등

신탁재산의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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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7년 7월 16일부터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합니다.

3. 콜론 및예치금

당기말 현재 콜론 및예치금의 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은 행 명 외 화 금 액

콜 론 ㈜한국씨티은행 - 221,000

원화예치금 〃 - 19,939

외화예치금 〃 USD 345,395 348,227

합 계 589,166

4. 증거금

당기말 현재 증거금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은 행 명 금 액

증 거 금 외환선물㈜ 30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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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증권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US7292511083 2,360 95,845 98,386

6.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AU000000BBW3 39,922 57,212 61,754

AU000000ERA9 5,351 90,700 127,322

BRCSANACNOR6 5,702 106,053 119,301

BRWEGEACNOR0 4,175 49,080 49,144

CA13321L1085 2,525 100,518 107,704

CA13645T1003 1,608 107,260 102,407

CA6539051095 1,116 102,139 95,554

CA73755L1076 426 37,900 98,453

CA74310Q1028 2,456 53,181 51,529

CA82934H1010 1,779 29,442 28,816

CH0011037469 336 61,553 101,621

DK0010268606 873 58,418 115,911

DE0006483001 883 108,915 122,632

DE0007236101 953 117,623 106,885

DE0007614406 556 89,858 109,385

DE0008430026 297 49,555 51,941

DE000A0DJ6J9 346 26,851 28,419

DE000A0JCZ51 170 30,443 30,425

DE000A0MVLS8 1,979 107,861 57,852

ES0143416115 2,281 100,236 116,489

FI0009007132 1,296 44,034 60,372

FR0000120172 1,754 117,677 87,968

FR0000120503 1,067 80,118 70,670

FR0000120529 1,345 68,965 87,764

FR0010208165 890 33,763 3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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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IE0004927939 4,087 42,081 36,999

NL0000009538 3,115 124,396 103,533

NL0006144495 2,471 49,944 38,859

GB0004250451 10,815 80,315 79,664

GB0008347048 2,249 42,168 45,642

GB0008847096 15,787 125,764 112,820

GB0032836487 11,137 109,816 71,262

CNE100000296 32,000 55,098 33,000

CNE100000304 18,400 55,525 55,998

CNE100000312 206,000 102,084 85,721

KYG210961051 15,000 43,892 44,972

IL0010818198 14,279 125,033 127,523

JP3359600008 2,000 34,090 29,697

JP3419400001 10,000 70,775 64,753

JP3566800003 8 68,445 87,736

JP3633400001 600 33,739 26,778

JP3854600008 3,100 104,510 101,402

NO0005620856 3,738 51,925 65,719

SE0001882291 4,854 33,774 31,222

CA9039141093 686 65,436 59,736

US0010841023 2,510 113,105 124,581

US0382221051 5,039 98,852 90,277

US0997241064 982 41,672 37,404

US12189T1043 469 40,721 44,764

US17275R1023 3,995 106,587 85,791

US22282E1029 2,622 60,239 76,159

US2616081038 2,292 72,731 84,621

US2635341090 2,202 102,669 90,978

US29270J1007 3,243 32,032 37,470

US30161N1019 1,269 90,464 113,087

US3025711041 1,592 91,474 108,309

US46069S1096 1,820 49,131 44,515

US4657411066 666 48,956 59,491

US5527151048 728 54,369 37,161

US63227W2035 1,906 84,045 94,948

US6866881021 1,200 46,648 5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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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US74005P1049 557 38,865 51,389

US74837R1041 1,778 36,249 64,605

KR7042660001 3,568 134,335 134,335

합 계 4,591,309 4,765,415

7. 파생상품

(1) 당기 말현재선물계약의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 약 수 미결 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8-09 달러선물 46 2,327,140 47,080 54,670 (7,590)

2008-09 엔화선물 6 287,490 1,890 4,560 (2,670)

2008-09 유로선물 20 1,607,000 (34,700) ( 24,400) ( 10,300)

합계 72 4,221,630 14,270 34,830 (20,560)

8.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6,006,425,929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6,006,425,929원입니다.

9. 1,000좌당당기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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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당 기 순 손 실 442,252,158

가중평균유통좌수 9,343,698,124

1,000좌당 당기순손실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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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과 세 대 상 수 익 186,922,993

과 세 대 상 비 용 39,202,715

과세대상소득금액 147,720,278

당 기 순 손 실 442,252,158

11.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Ⅰ. 대차대조표 자산 5,824,671,823

Ⅱ. 대차대조표 부채 340,091,316

계 5,484,580,507

Ⅲ. 신탁안정조정금 -

Ⅳ. 신탁재산의 순자산 (Ⅰ-Ⅱ-Ⅲ) 5,484,580,507

Ⅴ. 수익증권의 총좌수 6,006,425,929

Ⅵ. 수익증권기준가격 (1,000 좌) 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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