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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투자업자가 작성

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화 :02-3783-0500 , www.schroders.co.kr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9년 10월 31일 -2010년 01월 30일 )

[ 자산운용보고서 ]

이 상품은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15층



(단위: 원, 좌,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단위:백만원,백만좌)

증감률

▶ 재산현황

자산총액(A)

당  기  말

842.07기준가격(E=C/D*1000)

순자산총액(C=A-B)

발행수익증권총수(D)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2009.10.31 -2010.01.30 존속기간

전  기  말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동부증권 메릴린치증권

  상품의특징

항목집합투자기구명칭

투자매매•중개업자

1등급(매우높은
위험)

위험등급

1,048,009,272,7061,153,426,658,637

83352

-9.14%

[투자신탁],[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신한아이타스

집합투자기구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043,808,269,708 -8.95%

2010.02.01 0 1,239,577

분배금 지급일
기준가격(원)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종류C(주식)

-40.02%

871.64

※분배금내역

부채총액(B)

1,146,422,349,912

1,315,248,588,949

7,004,308,725

772.43

1,239,576,586,688

분배후 수탁고
분배금 지급후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기준가격 741.23 -4.04%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종류A(주식)

기준가격 839.91

4,201,002,998

842.07

분배금 지급전
비고분배금 지급금액

842.07

-5.75%

-3.39%

64790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64791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주식) 64787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F(주식) 74087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
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주식)

운용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007-01-31최초설정일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추가형)

806.98 -3.92%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종류F(주식)

기준가격 725.43 698.98 -3.65%



(단위: %)

※ 비교지수 :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 교 지 수 -6.16%

-6.16%

최근6개월

-1.32%

-3.39%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F(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3.65%

중국의 긴축정책이 시장 예측시기보다 이른 감은 있었지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당사가 오랫동안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간의 균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
한 미세한 조정이 2010년 중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으
로부터의 고수익이 기대된다기 보다는 펀더멘탈이 초점을 맞추는 투자기회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
다. 검증된 운용역이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을 발굴하고, 재무상으로 우수하며,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는 종목
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당사의 투자접근방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 입니다. 특히 당사가 선호하는 주식들은 내
수 중심의 소비재와 통신주들로서 이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며 가시적인 기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견실한 내수주를 선호하는 당사의 투자의견을 반영합니다. 베타가 높은 경
기민감주는 지속적인 비중축소의 견해를 유지합니다. 금융주 특히 은행과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유지하는데, 이는 중국의 긴축 기조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0.45% 25.81%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2.77% )

-0.76%

-( 5.90%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C(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23.65%

( 2.13% ) ( 0.56% )

-4.04%

▶ 운용경과

▶ 기간수익률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가면서 2010년 중국증시는 난기류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사는 경제와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장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
라서 동 펀드는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나 주가수준이 고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편입은 지양할 계획이지
만, 장기적으로 강력한 기업 및 경제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는 중국 증시의 투자 매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현재의 시장 변동성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당사가 선호하는 종목들을
보다 저렴하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1.77% )

-1.32%

31.71%

최근3개월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최근9개월 최근12개월집합투자기구명칭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MSCI China Free Index (USD)

비 교 지 수

47.50%

-( 13.99% )

31.71%

-( 8.06% ) -( 17.36% )

44.13%

61.49%

종류(Class)별 현황

61.49%

-0.05% 24.91% 46.11%

( 2.52% ) ( 1.27% ) -( 6.80% ) -( 15.38% )

비 교 지 수 -6.16% -1.32% 31.71% 61.49%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A(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3.92% -0.59% 23.93% 44.62%

( 2.24% ) ( 0.73% ) -( 7.78% ) -( 16.87% )

비 교 지 수 -6.16% -1.32% 31.71% 61.49%



(단위: %)

※ 비교지수 :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 추적오차

MSCI China Free Index (USD)

2년1년 3년

종류(Class)별 현황

-

비 교 지 수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C(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4.56%

44.13%

-( 17.36% )

기타

-

-( 13.99% )

--

7.67%

--

손익합계

-

파생상품

장내
실물
자산

-61.49%

-( 4.43% )

비 교 지 수

4,650

0

-33,858

장외

44,357129

-7,2230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명칭
▶ 연평균수익률

당기 -31,387 101

00

00 0

0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특별자산

0

-9,8329,792

증권

전기 44,268

구분
주식 채권

0

00 0

0

▶ 손익현황

61.49%

어음
집합투자

증권

-( 3.11% ) -

-3.80%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8.24%47.50%

5년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F(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46.11% -9.16% - -

-( 15.38% ) -( 5.36% ) - -

비 교 지 수 61.49% -3.80% -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
류A(주식) ( 비교지수대비 성과 )

44.62% -10.17% 2.40% -

-( 16.87% ) -( 6.37% ) -( 5.27% ) -

-비 교 지 수 61.49% -3.80% 7.67%



구분주식채권어음집합파생부동특별단기기타 구분주식채권어음집합파생부동특별단기기타

비율## ## ## ## ## ## ## ## ## 비율## ## ## ## ## ## ## ## ##

95 0 0 0 1 0 0 0 0 3 0

( 단위 : 백만원, % )

* ( ) : 구성 비중

주) 위의 자산구성현황은 투자자가 가입한 자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자산구성내역이 아니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내역과 해당 자집합투자기구가 각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용 및 효과등] (단위:%)

1,048,009

(100.00)

35,114

(3.35)

549

(0.05)

0

(0.00)

0

(0.00)

0

(0.00)

0

(0.00)

0

집합투
자증권

-7,256

-(0.69)

(0.00) (0.00) -(0.69)

0 11,388 0

(96.20)

0

(0.00)

어음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1,008,214

증권

11,388

(0.00)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주)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거래 수수료 등
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모집합투자기구 내 총 외화자산 평가액을 해당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서 차지하고 있는 투자비중을 적용하여 계산된 수치 대비 환헤지 규모를 표시한 것으로,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산정 방식과 비
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

자산총액
장내 실물자산 기타

파생상품

기타
장외

9,093 5,132 0 01,097,295 0 0 0

당기 전기

합계

0 36,368 5,539 1,153,427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0년 01월 30일) 현재 환헤지 비율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
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홍콩 달러 및 미국달러 표시)의 평가액에 대하
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
러 선물환 등을 통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98.73%

00 0 -7,256 0USD 41,022 0 0 0 19,111 0 52,877

1,161.80 (3.91) (0.00) (0.00) (0.00) (0.00) (0.00) (1.82) (0.00) (5.05)

HKD 967,192 0 0 0 0 0 0 0 0 389 0 967,581

149.56 (92.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0) (92.33)

KRW 0 0 0 0 0 0 15,615 549 27,552

(0.00) (0.00) (0.00) (0.00) (1.09) (0.00) (0.00) (2.63)(0.00) (0.00) (1.49) (0.05)

95.13

0.00

0.00

0.00

1.23

0.00

0.00

3.15

0.48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96.20

0.00

0.00

0.00

0.40

0.00

0.00

3.35

0.05

0.00 20.00 40.00 60.00 80.00 100.0
0

120.0
0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단위:%)

1 6

2 7

3 8

4 9

5 10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상위 5개 종목 (단위:주,백만원, %)

▶ 채권
■ 상위 5개 종목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어음
■ 상위 5개 종목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 상위 5개 종목 (단위:좌수,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단위:주, 백만원,%)

주) 개별계약 등의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장외파생상품 (단위:주, 백만원,%)

주) 개별계약 등의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평가액 비중

4.94%CNOOC LTD(HKD)

5,037 11,388

종 목 명

0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해외파생 SC First BANK 63

계약금액

해외파생 Hana Bank(해외)

종류
거래상대방

(또는발행자)

위탁증거금

비고기초자산

2010-03 달러선물 매도 13,441 156,391

58,4392010-02 달러선물 매도

PETROCHINA CO LTD-H

4.16%

구    분

78,470

49,880

7.78%

비  중

3.84%

종    목

3.55%

비고

CHINA MENGNIU DAIRY CO

CHINA SHENHUA ENERGY CO - H

Bank of China Limited `H` CNY1

4.76% 주식

6.77%

비  중 구    분

6.06%

7.49% 주식

2.82%Beijing Enterprises(new)

주식

주식

주식 2.8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종    목

주식 CHINA MOBILE HONG KONG LTD

주식 CHINA LIFE INSURANCE CO-H

CHINA CONSTRUCTION BANK-H

보유수량

주식 Ind&Comm Bk of China `H` CNY1

주식

주식 CNOOC LTD

68,641

94,662

71,182

81

2010-04-12

2010-03-22 69

7,114,241

30,209,590

CHINA MOBILE HONG KONG LTD(HKD

종  목  명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6.06%

취득가격 평가금액만기일

2010-02-19 94,210

매수/매도

2010-03-11 79 89,536 86,262

CHINA LIFE INSURANCE CO-H(HKD) 13,683,842 70,913 7.03%

CHINA CONSTRUCTION BANK-H(HKD) 71,013,734 63,512 6.29%

Ind&Comm Bk of China `H` CNY1( 74,526,964 63,533 6.30%

해외파생 Hana Bank(해외)

2010-03-11 61 71,683

해외파생 SC First BANK

해외파생 SC First BANK 71,828

81,701 83,043



▶ 부동산(임대)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주)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주)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주)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주)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주)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단위 : 백만원,%)

업종비율

1 금융#

2 에너#

3 통신#

4 비경#

5 산업#

6 경기#

7 기초#

8 다각#

9 유틸#

주1)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 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중

중국1

홍콩0

미국0

케이0

대한0

버뮤0

주1) 모펀드 총자산 기준.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총 평가액을 안분한 결과입니다.

합   계 1,008,214 100.00

주2) 모펀드 주식 평가액 기준.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총 평가액을 안
분한 결과입니다.

유틸리티 14,470 1.44

기초소재 35,753 3.55

다각적산업 33,260 3.30

산업재 103,827 10.30

경기관련소비재 54,458 5.40

통신 129,337 12.83

비경기관련소비재 116,726 11.58

에너지 172,006 17.06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금융 348,377 34.55

버뮤다 1.14%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국가 비중

대한민국 1.38%

케이만군도 2.71%

미국 3.09%

홍콩 33.73%

중국 56.70%

34.55

17.06

12.83

11.58

10.30

5.40

3.55

3.30

1.44

0 10 20 30 40

금융

에너지

통신

비경기관련소비재

산업재

경기관련소비재

기초소재

다각적산업

유틸리티

* 본 그래프는 편입자산의 (상장/발행) 국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6.70%

33.73%

3.09%

2.71%

1.38%

1.14%

0% 10% 20% 30% 40% 50% 60%

중국

홍콩

미국

케이만군도

대한민국

버뮤다

* 본 그래프는 편입자산의 (상장/발행) 국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연환산,  % )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0.000

집합투자기구 명칭

0.320

0.050%

0.000%

0.020%

신탁업자

※ 성과보수내역 : 

기타비용**

매매•중개수수료 0.000

전기

상위집합투자기구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비율

0.182%

0.203%

합성총보수•비용비율

0.051%

0.039%

1.024%

2.074%

종류(class)별 현황

매매•중개수수료비율
구분

해당 집합투자기구

당기 0.000% 0.000% 0.039%

0.000% 0.000%

▶ 총보수비용 비율

투자매매중개업자

2.620%

0.050%

2.620%42.897 41.958

0.050 0.003%

0.327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
C(주식)

신탁업자 1.510

보수 합계 29.293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합계

0.000%

0.054

0.050%

0.970%

0.020%

0.003%

0.801

전  기

비율(%)*

0.819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
투자신탁A종류C(주식) 0.000%

0.201%

0.181%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
투자신탁A(주식)

당기 2.623%

0.051% 0.180%

2.674%

2.663% 0.201%

전기 2.623% 0.000%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4. 비용현황

0.850%

1.700%27.834 1.700%

비율(%)*금액

13.612

27.225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
F(주식)

집합투자업자 25.669 0.850%

당  기

13.917 0.850%

구          분
금액

17.716 0.850%

투자매매중개업자 1.510 0.050% 1.042 0.050%

1.042 0.050%

일반사무관리회사 0.604 0.020% 0.417 0.020%

20.217 0.970%

기타비용** 0.107 0.004% 0.069 0.003%

매매•중개수수료 0.000 0.000% 0.000 0.000%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종류
A(주식)

집합투자업자 2,384.197 0.850% 2,432.252 0.850%

투자매매중개업자 3,085.432 1.100% 3,147.621 1.100%

신탁업자 140.247 0.050% 143.074 0.050%

0.020%

보수 합계 5,665.975 2.020% 5,780.176 2.020%

일반사무관리회사 56.099 0.020% 57.229

0.003%

매매•중개수수료 0.000 0.000% 0.000 0.000%

기타비용** 8.610 0.003% 8.212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전기 0.051% 0.182%

당기 0.039% 0.203%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
투자신탁A종류F(주식)

전기 0.974% 0.000% 0.179%

당기 0.973% 0.000% 1.010% 0.203%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
투자신탁A종류A(주식)

전기 2.023% 0.000% 0.181%

당기 2.023% 0.000% 2.062% 0.202%



( 단위 : 주, 백만원, % )

주)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각종 보고서 확인 : 

 

 투자매매 ．중개업자인 [우리은행 외]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수  량

6.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의

 집합투자업자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의 확인을 받아

수  량 금  액

148,796,700 160,099,900

5.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슈로더투자신탁운용 www.schroders.co.kr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16.35% 64.86%180,197143,518

 다만 일괄 예탁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1.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종류 A, 종류 C, 종류 F, 종류 I)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신탁형, 공모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보관 • 관리기간: 2009.01.31 - 2010.01.30 

라.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SC 제일은행, 메릴린치증권, 동부증권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009.05.02 약관(규약) 전면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2)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투자신탁 – 모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종류형투자신탁 자(A)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2009.07.14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규약 

개정 : 이익분배금 관련 사항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까지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 

한다. 

 

 

신규 

제 33 조의 2(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6.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 
* 결산일 현재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9,350,000원이며 관련 자투자신탁(또는 종류형 투자신탁)에서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여 부담함.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 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가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Citibank N.A. Hong Kong Branch)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 .  

 

선임일 회계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원)

계약 

방법 

2005.08.31 삼일회계법인   1 년 2,200,000 서면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 한국씨티은행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 3455-2504 / 3455-2567 

http://www.ing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