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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10년1월1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구:슈로더 코리아 알

파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2009년 11월 23일과 2008년 11월 23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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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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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2009년 11월 23일과 2008년 11월 23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용

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감사보고서는감사보고서일(2010년1월19일) 현재로유효한것입니다. 따라서감사
보고서일이후이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기간사이에첨부된회사의재무제표에
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이나상황이발생할수도있으며이로인하여이감사보
고서가수정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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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무 상태표

제4기2009년11월23일현재

제3기2008년11월23일현재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4(당) 기 제3(전)기

자 산

운용자산 10,362,760,838 10,129,197,510

현금및예치금 45,520,638 48,549,710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45,520,638 48,549,710

대출채권 579,730,000 698,100,000

콜론(주석3) 579,730,000 698,100,000

유가증권 9,737,510,200 9,382,547,800

지분증권 (주석4) 9,737,510,200 9,382,547,800

기타자산 62,583 582,389

미수이자 62,583 582,389

자 산 총 계 10,362,823,421 10,129,779,899

부 채

기타부채 2,598,751,012 52,526,983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6) 2,405,198,385 -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47,183,270 -

해지미지급금 44,161,626 50,317,401

수수료미지급금 2,207,731 2,209,582

부 채 총 계 2,598,751,012 52,526,983

자 본

원본 (주석5)
(총좌수:
당기 7,764,072,409좌
전기11,845,791,561좌)

(1,000좌당기준가격:(주석9)
당기: 1,000.00 원
전기: 850.70원)

7,764,072,409 11,845,791,561

이익잉여금 (결손금) - (1,768,538,645)

자 본 총 계 7,764,072,409 10,077,252,91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362,823,421 10,129,779,899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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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4기2008년11월24일부터 2009년11월23일까지

제3기2007년11월24일부터 2008년11월23일까지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4(당) 기 제3(전) 기

운용수익(손실) 4,775,727,173 (7,079,134,486)

투자수익 158,861,197 454,304,631

이자수익 10,341,987 60,808,981

배당금수익 148,519,210 393,495,650

매매차익과평가차익 5,618,585,789 1,299,304,709

지분증권매매차익 3,872,166,138 1,213,105,651

지분증권평가차익 1,746,419,651 86,179,096

기타거래차익 - 19,962

매매차손과평가차손 1,001,719,813 8,832,743,826

지분증권매매차손 994,529,403 5,228,683,591

지분증권평가차손 7,190,410 3,603,798,370

기타거래차손 - 261,865

운용비용 2,200,000 2,200,000

기타비용 2,200,000 2,200,000

당기순이익(손실) 4,773,527,173 (7,081,334,486)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7) 474.43 (469.07)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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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4기2008년11월24일부터 2009년11월23일까지

제3기2007년11월24일부터 2008년11월23일까지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11.24 19,612,027,263 8,164,557,813 27,776,585,076

추가모집 3,495,182,079 3,495,182,079

해지환급액 (11,261,417,781) (11,261,417,781)

당기순이익 (7,081,334,486) (7,081,334,486)

설정조정금 1,304,567,535 1,304,567,535

해지조정금 (4,156,329,507) (4,156,329,507)

현금분배금 - -

(총좌수:11,845,791,561좌)
(1,000좌당기준가격: 850.70원)

2008.11.23 11,845,791,561 (1,768,538,645) 10,077,252,916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8.11.24 11,845,791,561 (1,768,538,645) 10,077,252,916

추가모집 229,345,331 229,345,331

해지환급액 (4,311,064,483) (4,311,064,483)

당기순이익 4,773,527,173 4,773,527,173

설정조정금 18,480,608 18,480,608

해지조정금 (618,270,751) (618,270,751)

현금분배금 (2,405,198,385) (2,405,198,385)

(총좌수: 7,764,072,409좌)
(1,000좌당기준가격:1,000.00원)

2009.11.23 7,764,072,409 - 7,764,072,409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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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11월23일현재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구: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

탁) (이하"투자신탁")은 2005년 11월 2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2009

년 5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전환)되었으며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주)한국씨티은행을 신탁회사로, 신

한아이타스(주)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9년 5월 2일에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

식형 모투자신탁에서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으로 명의변경되었

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으로써, 자투자신탁은 슈로더 코리

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슈로

더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이며,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국내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30%이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 금리스

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집합투자증권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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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조기적용)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은

배당락일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운용자산의 평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

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

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으로 평가하며,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

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

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환율 및 집

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

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자신탁수수료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보수,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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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수수료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환매수수료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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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8)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8)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5년 11월 24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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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치금 및 콜론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예치금 및 콜론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 행 명 당기 전기

원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45,521 48,550

콜 론 〃 579,730 698,100

합 계 625,251 746,650

4. 지분증권

(1)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00660001 15,000 254,308 285,750

KR7000720003 4,000 263,755 286,800

KR7001120005 10,000 299,588 294,500

KR7001300003 5,000 233,825 253,000

KR7001450006 10,000 170,385 207,000

KR7003490000 3,000 137,966 148,200

KR7004020004 2,000 154,637 162,200

KR7004170007 900 461,768 486,000

KR7005380001 4,000 306,500 400,000

KR7005490008 1,200 422,309 667,200

KR7005930003 1,500 763,861 1,138,500

KR7006360002 4,000 325,102 466,000

KR7009150004 2,000 151,623 190,800

KR7009540006 1,600 257,427 260,800

KR7012330007 2,000 182,294 302,000

KR7012750006 4,740 227,099 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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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17670001 1,000 168,837 176,000

KR7021240007 5,000 191,602 189,500

KR7029780004 5,000 246,249 260,000

KR7035420009 1,000 179,654 194,500

KR7051900009 2,000 512,398 536,000

KR7051910008 1,000 133,837 208,000

KR7066570003 4,000 361,082 430,000

KR7069960003 2,000 201,518 227,000

KR7086790003 5,000 183,537 192,750

KR7093050003 16,000 448,025 465,600

KR7096770003 2,000 169,456 228,000

KR7105560007 8,006 279,186 505,979

KR7035760008 2,000 147,270 170,000

KR7080160005 8,000 163,183 177,200

합 계 7,998,281 9,737,510

(2) 전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00640003 6,000 527,039 530,400

KR7000720003 3,000 234,860 140,850

KR7000810002 1,000 195,578 185,000

KR7001800002 4,000 630,188 586,000

KR7003490000 10,092 530,497 349,688

KR7004170007 1,000 587,819 396,000

KR7004940003 50,000 466,288 276,500

KR7005380001 10,000 644,809 459,000

KR7005382007 10,000 191,426 166,500

KR7005490008 1,000 537,005 301,500

KR7005930003 2,000 1,117,699 884,000

KR7009540006 3,000 862,455 4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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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12330007 6,000 526,763 441,000

KR7012750006 4,000 224,042 202,400

KR7016360000 6,000 410,024 343,800

KR7017670001 1,340 327,957 283,410

KR7033780008 1,500 112,101 123,000

KR7034220004 10,000 260,179 199,000

KR7035250000 10,000 192,579 112,000

KR7037620002 4,100 562,902 231,650

KR7066570003 10,000 1,008,226 777,000

KR7079160008 10,000 156,276 143,500

KR7090430000 900 536,493 594,000

KR7096770003 8,500 1,068,412 492,150

KR7103150009 2,000 381,588 396,000

KR7105560007 5,000 255,536 125,000

KR7072870009 1,500 351,427 212,700

합 계 12,900,168 9,382,548

5. 원본액

당기 말 현재 발행좌수는 7,764,072,409좌 (전기: 11,845,791,561좌)이며, 1,000좌

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7,764,072,409원 (전기: 11,845,791,561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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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분배금

(1) 당기말 현재 신탁약관에 따른 이익분배 가능금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분배가능이익 2,405,198,385

공 제 항 목 -

당기분배가능액 2,405,198,385

이 익 분 배 금 2,405,198,385

수익 증권 좌수 7,764,072,409

1,000좌당 분배금 309.79

(2) 당기 말 현재 상기 분배가능이익은 전액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

분배금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기

분배예정액 2,405,198,385 원

발행좌수 7,764,072,409 좌

1,000좌당금액 1,000 원

분배율 30.98%

(3) 당기 말 현재 투자신탁의 분배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분배전 1,000좌당 기준가격 1,309.79

1,000좌당 이익분배금 309.79

분 배 수 익 율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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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좌당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4,773,527,173 (7,081,334,486)

가중평균유통좌수 10,061,597,208좌 15,096,390,891좌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474.43 (469.07)

8.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과세 대상 손익 109,003,385 301,062,151

공 통 비 용 2,200,000 2,200,000

과세이월잉여금 507,961,277 476,143,954

과세대상소득금액 614,764,662 775,006,105

당기순이익(손실) 4,773,527,173 (7,081,33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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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 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Ⅰ.재무상태표자산 10,362,823,421 10,129,779,899

Ⅱ.재무상태표부채 2,598,751,012 52,526,983

계 7,764,072,409 10,077,252,916

Ⅲ.신탁안정조정금 - -

Ⅳ.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7,764,072,409 10,077,252,916

Ⅴ.수익증권의총좌수 7,764,072,409 11,845,791,561

Ⅵ.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1,000.00 8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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