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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명칭 변경 리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일부 펀드들이 해당법령에 따라 
2009 년 5 월 2일에 전환되고 펀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펀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펀드명 변경 후 펀드명 
1 슈로더 코리아 채권형 모투자신탁 슈로더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슈로더 코리아 채권투자신탁-자(E) 슈로더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채권) 
3 슈로더 코리아 혼합투자신탁-자(E)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E(채권혼합) 
4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5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6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투자신탁-자(E)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7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8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9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1(주식) 
10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주식) 
11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1)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1(주식) 
12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 (채권혼합) 
13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14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15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재간접투자신 탁-모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6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종류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재간접형) 
17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채권혼합 투자신탁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8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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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펀드명 신펀드명 
19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20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채권혼합) 

21 슈로더 유로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유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2 슈로더 유로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유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23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채권혼합) 

24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투자신탁-모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25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26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7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8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자(A)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채권혼합) 

29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30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31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32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33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34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 -자(A)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35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 -자(B)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자투자신탁 B (주식) 

36 슈로더 브릭스 연금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E(주식) 

37 슈로더 브릭스 퇴직연금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슈로더 브릭스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38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39 슈로더 브릭스 퇴직연금 혼합형 투자신탁-자(E) 슈로더 브릭스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E(채권혼합) 

40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혼합형 투자신탁-자(A)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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