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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투자신탁-모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9년5월2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의 2009년 4월 7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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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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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

-모의 2009년 4월 7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감사보고서는감사보고서일(2009년 5월 29일) 현재로유효한것입니다.따라서감
사보고서일이후이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기간사이에첨부된회사의재무제표
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이나상황이발생할수도있으며이로인하여이감
사보고서가수정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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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무 상태표

제1기2008년04월07일현재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투자신탁-모 (단위:원)

과 목 제1(당) 기

자 산

운용자산 21,507,704,558

현금및예치금 992,108,445

예치금(주석3) 992,108,445

유가증권 20,515,596,113

지분증권(주석4) 20,515,596,113

기타자산 539,449,631

미수이자 156,69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33,580,643

미수배당금 66,833,568

선납원천세 38,878,730

자 산 총 계 22,047,154,189

부 채

기타부채 514,759,470

매도유가증권미지급금 125,091,296

해지미지급금 376,771,414

수수료미지급금 12,896,760

부 채 총 계 514,759,470

자 본

원본(주석5)
(총좌수: 30,507,992,766좌)
(1,000좌당기준가격(주석8): 705.80원)

30,507,992,766

이익잉여금(결손금) (8,975,598,047)

자 본 총 계 21,532,394,71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047,154,189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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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1기2008년04월08일부터 2009년04월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투자신탁-모 (단위:원)

과 목 제1(당) 기

운용수익(손실) (22,164,105,846)

투자수익 877,732,687

이자수익 54,878,929

배당금수익 822,853,758

매매차익과평가차익 10,127,968,582

지분증권매매차익 340,035,022

지분증권평가차익 581,569,227

외환거래차익 9,167,083,526

기타거래차익 39,280,807

매매차손과평가차손 33,169,807,115

지분증권매매차손 19,467,987,958

지분증권평가차손 11,288,411,590

외환거래차손 2,413,407,567

운용비용 117,522,447

보관대리인보수 3,417,596

기타비용 114,104,851

당기순이익(손실) (22,281,628,293)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6) (636.55)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 3 -



자본변동표

제1기2008년04월08일부터 2009년04월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투자신탁-모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8. 4. 8 (설정일) - - -

추가모집 56,476,626,335 56,476,626,335

해지환급액 (25,968,633,569) (25,968,633,569)

당기순이익(손실) (22,281,628,293) (22,281,628,293)

설정조정금 5,300,004,590 5,300,004,590

해지조정금 8,006,025,656 8,006,025,656

현금분배금 - -

2009. 4. 7 30,507,992,766 (8,975,598,047) 21,532,394,719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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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04월07일현재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투자신탁-모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 (이하 "투자신탁")은 2008년 4월 8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

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

용회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

너지 및 원자재(Commoditi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전세

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

mmoditiy) 관련 기업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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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

재 종가가 없는 경우는 최근 종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비상장 지분증권의 평가

는 위탁회사가 인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가정보시스

템이 제공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공된 가격이 일상의 거래관행이나 시장상

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식회사가 설치·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지분증권평가이익 또는 지분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의하여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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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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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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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7) 외화표시 자산부채 평가

회사는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은 당해 연도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9)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8년 4월 8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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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치금

당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계 정과목 은 행 명 외 화 금 액

원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 513,255

외화예치금 " BRL 16,842 10,037

" " ILS 47 15

" " USD 353,875 468,000

" " ZAR 5,529 801

합 계 992,108

4.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코 드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KR7005490008 2,159 977,937 834,454

KR7010950004 1,582 100,769 92,863

KRP051910006 4,004 360,375 360,375

KR7096770003 1,856 140,255 177,805

KRP108670009 541 48,765 48,765

BRCSNAACNOR6 9,400 307,221 207,281

BRPETRACNOR9 40,700 1,327,388 923,441

BRPETRACNPR6 53,000 1,465,678 956,768

BRPRGAACNOR4 5,200 88,133 93,283

BRSUZBACNPA3 300 5,408 2,142

BRUGPAACNPR5 11,100 401,653 388,323

BRVALEACNOR0 40,300 1,450,311 794,035

BRVALEACNPA3 51,900 1,638,527 885,874

CLP8716X1082 5,415 170,269 205,339

- 8 -



종 목 코 드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EGS3C251C013 31,583 57,815 60,997

CNE1000002N9 320,000 422,507 691,256

CNE1000002Q2 928,000 967,607 889,897

CNE100000528 290,000 556,610 333,019

HK0883013259 814,000 1,444,207 1,140,310

HU0000068952 1,638 152,355 110,050

ID1000094006 241,000 207,166 206,008

ID1000106800 134,500 54,605 62,569

IL0002810146 37,310 469,979 429,083

IL0010818198 11,256 108,595 60,814

INE002A01018 18,946 959,281 839,268

INE268A01031 38,273 271,309 391,093

INE910H01017 27,309 136,097 146,455

MXP225611567 261,300 275,995 254,081

MXP370841019 405,225 630,216 403,083

MYL2445OO004 54,100 281,737 217,932

PLKGHM000017 3,306 74,956 70,649

PLPKN0000018 16,949 276,074 171,606

TH0148010018 10,400 156,724 86,326

TH0355A10Z12 89,600 495,509 333,339

TRAEREGL91G3 15,613 49,017 41,825

TRATUPRS91E8 24,128 597,981 289,052

US2044481040 10,400 329,501 298,462

US3682872078 87,930 4,122,439 1,898,974

US46626D1081 14,200 80,165 129,391

US6778621044 21,950 2,018,045 1,223,277

US67812M2070 108,100 1,036,004 721,959

US8181503025 57,000 265,009 280,423

US9271911060 4,660 183,471 204,792

USY150411251 14,190 346,187 253,345

ZAE000006896 17,486 989,576 682,088

ZAE000043485 19,194 646,745 7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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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코 드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ZAE000083648 25,940 1,033,043 620,657

ZAE000083846 62,256 230,398 240,138

합계 28,409,614 20,515,596

5. 원본액

당기 말 현재 발행좌수는 30,507,992,766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

로 원본은 30,507,992,766원입니다.

6.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당기말 현재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당 기 순 이 익 (손 실) (22,281,628,293)

가중평균유통좌수 35,003,629,402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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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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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과세 대상손 익 6,224,439,429

공 통 비 용 78,439,814

과세대상소득금액 6,145,999,615

당 기 순 이 익 (손 실) (22,281,628,293)

8.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Ⅰ. 재무상태표자산 22,047,154,189

Ⅱ. 재무상태표부채 514,759,470

계 21,532,394,719

Ⅲ. 신탁안정조정금 -

Ⅳ. 신탁재산의순자산 (Ⅰ-Ⅱ-Ⅲ) 21,532,394,719

Ⅴ. 수익증권의총좌수 30,507,992,766

Ⅵ. 수익증권기준가격 (1,000 좌) 7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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