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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수익자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8년 12월 02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의 2008년 9월 3일 현

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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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의 2008년 9월 3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

본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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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02일) 현재로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감사보
고서일이후 이 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사건이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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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대 차 대 조 표

제 1 기 2008년 09월 03일 현재

슈로더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운용자산 83,898,789,711

현금및예치금 3,030,939,177

예치금 (주석 3) 1,878,626,272

증거금 (주석 4) 1,152,312,905

대출채권 814,220,000

콜론 (주석 3) 814,220,000

유가증권 80,053,630,534

수익증권 (주석 5) 485,768,497

지분증권 (주석 6) 79,567,862,037

기타자산 1,653,421,842

미수이자 143,269

미수배당금 171,803,827

선납원천세 128,155,73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53,319,016

자 산 총 계 85,552,211,553

부 채

기타부채 5,192,983,396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0,838,626

정산미지급금 (주석 7) 429,470,000

파생상품부채 (주석 7) 3,125,653,200

해지미지급금 1,000,115,852

수수료미지급금 3,513,907

기타미지급금 593,391,811

부 채 총 계 5,192,983,396

자 본

원본 (주석 8) 100,712,579,114

결손금 (주석 11)
(총좌수 : 100,712,579,114좌)
(1,000좌당기준가격 : 797.91원)

20,353,350,957

자 본 총 계 80,359,228,15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5,552,211,55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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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2007년 09월 04일부터 2008년 09월 03일까지

슈로더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운용 손실 33,565,768,222

투 자수익 2,223,570,641

이자수익 145,893,231

배당금수익 2,077,677,410

매매차익과평가차익 107,763,404,959

파생상품매매차익 16,958,265,000

지분증권매매차익 2,004,493,320

지분증권평가차익 321,429,193

외환거래차익 88,338,621,888

기타거래차익 140,595,558

매매차손과평가차손 143,552,743,822

파생증권매매차손 36,069,613,200

지분증권매매차손 13,838,693,439

지분증권평가차손 29,365,949,231

외환거래차손 64,278,487,952

운용 비용 266,330,425

보관대리인보수 26,951,835

기타비용 239,378,590

당기 순손실 33,832,098,647

1,000좌당순손실 (주석 7) 330.63 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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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변 동 표

제 1 기 2007년 09월 04일부터 2008년 09월 03일까지

슈로더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단위 : 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 9. 4(설정일) - -

추가모집 125,679,552,967 125,679,552,967

해지환급액 (24,966,973,853) (24,966,973,853)

당기순이익(손실) (33,832,098,647) (33,832,098,647)

설정조정금 10,949,410,228 10,949,410,228

해지조정금 2,529,337,462 2,529,337,462

현금분배금 - -

(총좌수 : 100,712,579,114좌)
(1,000좌당 기준가격 : 797.91원)

2008. 9. 3 100,712,579,114 (20,353,350,957) 80,359,228,15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 09월 03일 현재

슈로더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이하 "투자신탁")은 2007년 9월 4일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

자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

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본, 한국을 제외한 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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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일본,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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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이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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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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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7년 9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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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4,220

원화예치금 〃 - 73,586

외화예치금 〃 TWD 3,716,701 134,061

USD 1,454,923 1,670,979

합 계 2,692,846

4. 증거금

당기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 과 목 은 행 명 금 액

증 거 금 외환선물㈜ 1,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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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증권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SG1M51904654 221,000 510,168 485,768

6.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BMG524401079 210,000 1,517,331 1,102,584

BMG8063F1068 774,000 2,224,740 1,570,884

CNE1000002F5 820,000 2,056,818 1,500,232

CNE1000002H1 3,153,000 2,623,218 2,842,553

CNE1000002M1 312,500 1,255,385 1,123,707

CNE1000002N9 420,000 1,380,502 700,465

CNE1000002Q2 714,000 756,465 771,809

CNE1000002R0 273,500 1,396,927 1,005,591

CNE100000312 1,106,000 714,326 549,789

CNE1000003X6 206,500 2,333,734 1,679,459

CNE1000006Z4 894,000 748,464 738,921

HK0010000088 219,000 1,108,115 1,082,200

HK0019000162 341,000 3,932,832 3,956,904

HK0688002218 1,038,000 2,045,383 1,834,957

HK0762009410 952,000 2,017,177 1,724,931

HK0883013259 1,080,000 1,680,513 1,699,541

HK0941009539 385,000 6,047,797 4,892,136

HK2388011192 551,000 1,398,749 1,418,122

KYG0535Q1331 106,600 842,576 856,000

KYG210961051 397,000 1,536,932 1,342,896

ID1000058407 262,000 314,013 339,783

ID1000082407 166,000 164,600 108,676

ID1000096001 247,000 174,057 197,126

ID1000099104 1,263,500 1,445,057 1,2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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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ID1000108509 283,500 1,075,203 913,861

ID3000023704 43,666 38,710 56,630

INE001A01028 33,118 2,218,404 2,115,158

INE002A01018 23,700 1,278,721 1,370,285

INE015A01028 62,800 645,300 804,339

INE043D01016 198,959 977,385 498,114

INE257A01018 31,168 1,692,708 1,453,346

INE397D01016 78,933 1,755,048 1,720,411

INE585B01010 25,795 492,904 447,683

INE671H01015 45,103 994,398 330,631

INE694A01020 154,100 1,159,452 682,656

INE875A01025 86,475 937,268 711,499

MYL1023OO000 212,600 633,905 593,719

MYL1961OO001 133,300 200,690 221,128

MYL3182OO002 387,100 841,113 725,007

MYL4197OO009 175,100 611,125 386,510

MYL8664OO004 213,550 311,077 225,693

PHY2558N1203 428,700 702,705 306,953

PHY6028G1361 546,200 698,666 525,941

PHY731961264 2,344,400 942,899 434,124

SG1F60858221 200,000 412,452 457,194

SG1L01001701 70,000 1,014,294 995,915

SG1R50925390 404,000 1,429,197 1,323,944

SG1R89002252 327,000 3,224,679 2,592,769

SG1S83002349 490,000 1,590,250 1,131,875

SG1T75931496 459,000 1,257,801 1,302,403

TH0001010014 182,800 832,137 694,987

TH0264010R10 600,500 691,368 720,960

TH0268010Z11 290,600 891,413 857,699

TH0646010015 74,800 912,503 623,645

TW0001101004 431,770 622,973 475,005

TW0001402006 426,980 508,631 427,382

TW0002317005 527,000 3,565,295 2,689,758

TW0002325008 579,740 1,004,939 828,084

TW0002330008 1,840,231 3,235,261 3,650,742

TW0002412004 728,000 1,788,064 2,0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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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TW0002454006 27,060 253,101 331,858

TW0002882008 1,135,050 2,402,340 2,366,404

TW0002890001 2,191,000 940,215 802,148

TW0002891009 1,458,584 930,441 981,198

TW0003034005 684 2,764 1,512

TW0003045001 582,194 927,807 1,171,785

BMG4587L1090 294,000 1,222,640 1,202,067

BMG507361001 92,400 2,404,355 3,066,908

합 계 89,988,312 79,567,862

7.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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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계 약 수
미결 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8-09 달러선물 130 6,706,700 (755,300) (670,800) (84,500)

2008-10 달러선물 430 22,258,950 (2,444,550) (2,128,500) (316,050)

FX23008M0001 1 31,326,000 (3,125,653) - (3,125,653)

560 60,291,650 (6,325,503) (2,799,300) (3,526,203)

8.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100,712,579,114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

로 원본은 100,712,579,114원입니다.

9. 1,000좌당 당기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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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순 손 실 33,832,098,647

가중평균유통좌수 102,326,271,709

1,000좌당 당기순손실 330.63

10.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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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과 세 대상 수 익 5,920,761,185

과 세 대상 비 용 137,298,315

과세대상소득금액 5,783,462,870

당 기 순 손 실 33,832,098,647

11.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Ⅰ. 대차대조표 자산 85,552,211,553

Ⅱ. 대차대조표 부채 5,192,983,396

계 80,359,228,157

Ⅲ. 신탁안정조정금 -

Ⅳ. 신탁재산의 순자산 (Ⅰ-Ⅱ-Ⅲ) 80,359,228,157

Ⅴ. 수익증권의 총좌수 100,712,579,114

Ⅵ. 수익증권기준가격 (1,000 좌) 7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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