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

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1 년 4 월 27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 년 4 월 29 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본점 및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http://dart.fss.or.kr/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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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

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

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

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

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 

    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

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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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66779 

A 66776 

C1 66777 

C2 28704 

C3 28705 

C4 28706 

C5 28708 

I 72756 

F 8029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

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2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

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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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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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6677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 3. 26 최초설정 

2007. 8.20 투자신탁약관 변경(기관 전용 클래스 추가 및 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 

2009. 5.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2010. 3.16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등) 

2010. 5. 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판매보수 인하) 

2011. 1. 10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2차 판매보수 인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15 층  

(대표전화: 02-3783-05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 위탁 및 투자자문]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

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

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가. 업무위탁(투자자문)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 당 펀 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업 무 위 탁  및 

투 자 자 문 의  범 위 

1)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2) 투자자문 업무 

- 원화표시 투자재산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일 

-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조언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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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주1) 이 투자신탁의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은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 자산배분 및 매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언을 받아 

슈로더투신운용㈜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투자자문회사 개요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주 요 주 주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 (100%) 

회 사  연 혁 -1818 : J. Henry Schroder Co. Ltd 설립 
-1954 : J. Henry Schroder Co. Ltd의 투자부서 설립 
-1959 : 모회사인 Schroders Plc의 상장 
-1985.3.7 : Somerled Limited 설립  
-1985.6.17 : Somerled Limited에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상호변경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0. 11. 29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년생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영민 1964 상무 27 70,630억 

- 한국투신 국제펀드 운용 
-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 슈로더투신(2007.8 ~) 
- 운용경력 14 년 
- 부산대 경영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승주 2007.03.05 ~ 2007.09.02 

김영민 2007.09.03 ~ 현재 

주) 2010. 12월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다.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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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최초설정일 가 입 자 격 

A 2007년 3월 26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1 2007년 3월 26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C2 미설정 종류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3 미설정 종류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4 미설정 종류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5 미설정 종류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I 2007년 8월 21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펀드매니저 앨런콘웨이(Allan Conway) 

운용자산규모 US$ 22bn(’09.12.31 현재) 

과거 운용경력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SISF Middle East fund 

(2007.09 ~ 현재) 

- SISF Emerging Europe fund 

  (2004.11 ~ 현재) 

- Schroder EM Commodities fund 

(2008.04 ~ 현재)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8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F 2008년 3월 4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2010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전세계 이머징마켓에 상장 혹은 등록되거나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이들 국가의 정부,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우량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토털 리턴(Total Return)의 추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전략을 통해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분기별로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현금에 

대한 자산배분비율 조정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종목 선정은 MSCI Emerging Market Index 

편입종목 중에서 슈로더의 내부 리서치를 기초로 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투자되며, 투자대상은 JPM EMBI(이머징마켓 채권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③ 투자위험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화표시 증권 중에는 해당통화의 환율변

동으로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

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 환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가. (3) ② 환헤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유의사항 

모투자신탁은 주로 신흥시장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의 증권 대비 더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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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신흥시장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전세계의 상품가격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각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

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모투자신탁 100% 이하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3)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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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주식 3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전세계 이머징 마켓(MSCI EM 지수에 포함되는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상으로

한다. 

2)채권 6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와 같은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것 
가. 전세계 이머징 마켓(JPM EMBI 지수에 포함되는

국가 등)에서 발행된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하로 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는 

자산총액의 30%

법 제 110 조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과 법 제 234 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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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까지 투자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7)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 
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 

품으로서 채권 및 통화 또는 외국주식 및 외국통화에 

연계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8)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9)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10)증권의 차입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파생결합증권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 이하 

법 제 4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12)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11)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 제한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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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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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동일종목 투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2011년2월3일까지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234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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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 개월간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 제19조제2호 본문,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은 전세계 이머징마켓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토털 리턴(Total Return)의 추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분기별로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현금에 

대한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종목 선정은 MSCI Emerging Market Index(이머징마켓지수) 편입종목 

중에서 슈로더의 내부 리서치를 기초로 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투자되며, 투자대상은 JPM EMBI(이머징마켓 채권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 주식포트폴리오의 경우, MSCI EM Index(이머징마켓지수) 포함 개별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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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계량적, 비계량적 분석을 통해 밸류에이션 및 성장성 등을 근거로 양호한 시장전망을 가진 

상위 6 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되,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양호한 

전망을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 채권포트폴리오의 경우, JPM EMBI(이머징채권지수) 포함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현금에 대한 자산배분비율 조정 

 

▪ 슈로더의 철저한 위험관리 절차를 준수합니다. 

- 종목당 10%, 개별 국가당 20% 초과 투자를 금지합니다. 

- 5%이상을 보유한 종목의 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미만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 MSCI EM지수 및 JPM EMBI지수에 속한 국가별 비중 예시 > 

 

 

 

 

 

 

 

 

 

 

 

 

 

 

 

 

 

 

 

 

  

(자료: Bloomberg, MSCI, Factset, Schroders, 2009 년 12 월말 기준) 

*MSCI MSCI Emerging Market Index(이머징마켓지수): 전세계 신흥시장에 속하는 국가들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지수 

**JP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이머징마켓채권지수): 전세계 신흥시장에 속하는 국가들의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2) 투자방침 

 

  ① 운용 프로세스(모투자신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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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글로벌 EM 모델포트폴리오 - 국가선별
상위 6개국에 동일한 가중치

최종 포트폴리오

거시경제 분석
주식 / 채권 / 현금 비중

위험요인 점검

상위 6개국에서 각각 1,2 등급 주식 선별

② 투자비중(모투자신탁 기준)   

  한국 중국 태국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투자비중(NAV대비,%) 14.3  10.8 8.4 8.1 7.9 36.9 

  금융 에너지 산업재 임의소비재 유틸리티 기초소재 등 

업종별투자비중(NAV대비,%) 28.3  14.7 12.2 8.3 5.7  11.8 

  주1) 종목군 및 업종별 투자비중은'10.5월말 현재 수치로서, 투자비중에 대한 예시이며 수시로 조정됩니다. 

주2) 상기 투자비중은 유동성 및 현금자산의 비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 NAV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③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모투자신탁 기준) 

  중국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GDP (십억불, 2008)     4,326       794     260       514      1,608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 8.7 -5.9 -2.9        4.5  -8.0 

  민간소비성장률      8.3 -3.7 -1.5        5.1  -6.6 

  고정자산투자성장률     19.8 -17.4 -8.1       11.7  -17.4 

물가상승(CPI,전년동기대비) -0.7 6.3 -0.9 4.8  11.7 

기준금리(%) 5.3 6.5 1.3 6.5  8.75 

국가신용등급(S&P)  A+  BB-  BBB+  BB-   BBB 

GDP대비 재정적자 (%)      14.1      52.0    30.2        36.1        8.3 

GDP대비 경상수지 (%)       6.3 -2.0 4.5         1.5        3.4 

= 선별된 주식을 기준으로 예상수익률 __% 계산

예상수익률 대비 여타 기회요인들이 있는 경우 추가
- 상위 6개국에 있는 다른 주식들
- 상위 6개국 제외한 기타국가 주식들
- 채권(국채, 회사채, 지방채)

= 포트폴리오 초안

글로벌 EM 모델포트폴리오 - 국가선별
상위 6개국에 동일한 가중치

상위 6개국에서 각각 1,2 등급 주식 선별

= 선별된 주식을 기준으로 예상수익률 __% 계산

예상수익률 대비 여타 기회요인들이 있는 경우 추가
- 상위 6개국에 있는 다른 주식들
- 상위 6개국 제외한 기타국가 주식들
- 채권(국채, 회사채, 지방채)

거시경제 분석
주식 / 채권 / 현금 비중

위험요인 점검

= 포트폴리오 초안

최종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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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외환보유고(십억불)   2,399.0      75.0   138.4        66.1      442.4 

대미환율      6.83       1.5    33.4     9,400.0      30.04 

시가총액 (십억불)     581.2 48.3 43.5 60.9     205.7 

PER (배)      19.3 10.8 15.7 16.9        7.2 

EPS 성장률 (%)     14.7 2.9 20.9 8.3  -35.3 

주1) 출처: UN (GDP), IMF (‘2003~08년도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OECD (GDP대비 재정적자), Bloomberg 

(기준금리, 외환보유고, 대미환율), KCIF (국가신용등급) 시가총액, PER 와 EPS 성장률은 MSCI 시장통계 

기준 

주2) 기준일: 2009년 12월말 

 

④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자산 배분을 통한 토탈리턴(Total Return)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이머징 국가의 주식 및 채권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이와 

동질한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판단시 참조지수가 없는 투자신탁인 점을 고려하여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평가액의 미달러화 환산금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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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을 통해 투자되며, 모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물론 우량 채권에의 분산투자를 통해 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고 객고 객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모(주식혼합)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모(주식혼합)

슈로더
투신운용

슈로더
투신운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투자일임/자문
계약 체결

유동성자산운용/
FX Hedging

자산배분/
투자운용

투자

공시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자A(주식혼합)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자A(주식혼합)
고 객고 객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모(주식혼합)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모(주식혼합)

슈로더
투신운용

슈로더
투신운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투자일임/자문
계약 체결

유동성자산운용/
FX Hedging

자산배분/
투자운용

투자

공시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자A(주식혼합)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자A(주식혼합)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방법·체계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

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

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증권, 등급이 낮은 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증권은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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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채무를 불이행 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

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

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

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

 

20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오퍼레이션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

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

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

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

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혼합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

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

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

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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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매우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30%이

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

품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

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주1) 위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주2)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

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 

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가입자격: 제한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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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4영업일

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9영업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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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10영업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적용일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환매수수료 비교(지급시기) 

A  없음  

C1, C2, C3, C4, C5, I, F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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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

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

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도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

지 아니합니다. 

 (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25조의3 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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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을 산정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ㆍ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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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외화표시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외화표시비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 공통 적용)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0% 이내 매입시 
A 

환매수수료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C1, C2, C3, C4, C5, I, F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2%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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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구분 A C1 C2 C3 C4 C5 F I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판매회사보수 1.1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0.0500 0.3000 

신탁업자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 0.0082 0.0088  0.0000 0.0000 0.0000 0.0000 0.0028 0.0027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0882 2.4888 2.3800 2.2800 2.1800 2.0800 1.0328 1.2827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2.1595 2.5604 2.3800 2.2800 2.1800 2.0800 1.1029 1.3535 - 

증권 거래비용 0.5729 0.5737 0.0000 0.0000 0.0000 0.0000 0.5681 0.5708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

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09.03.26 ~ 2010.03.2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09.03.26 ~ 2010.03.25]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2010년 12월 17일 현재 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만 산출되었으며, 이 투

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 6) 종류F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주 7) 종류I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50억 이상~100억 미만 개인, 50억이상~500억 미만 법인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 339 789 1265 2576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C1 262  774  1268  2598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종류 C1 의 보수비용은 1 년 경과시마다 종류 C2, C3,C4 및 C5 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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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종류 A 와 종류 C1 의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5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2010 년 12 월 17 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

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

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

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

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

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외국납부세액

: (

단,  환급비율 > 1 이면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

단,  < 0 .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 (

단,  환급비율 > 1 이면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

단,  < 0 .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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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3) 

소득, 배당소득)이 4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시

 공제받게 됩니다. 

※ 외

 

종전의

지 않 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

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

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

는 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만

배당소득

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

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

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

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 집합투자증권에 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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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 2009.03.26 - 2010.03.25 )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2기( 2008.03.26 - 2009.03.25 )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1기( 2007.03.26 - 2008.03.25 ) 삼일회계법인 적 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제 3기 제 2기 제 1기 
항       목 

( 2010.03.25 ) ( 2009.03.25 ) ( 2008.03.25 ) 

운용자산 287,637,937,976 218,852,167,854 429,758,760,117 

  증권 287,443,578,491 212,665,681,317 428,646,152,55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4,359,485 6,186,486,537 1,112,607,56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126,637,824 1,919,195,445 9,008,650,306 

자산총계 293,764,575,800 220,771,363,299 438,767,410,42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663,039,576 783,131,583 4,321,003,970 

부채총계 4,663,039,576 783,131,583 4,321,003,970 

원본 266,047,471,388 335,037,359,443 395,694,875,430 

수익조정금 -23,998,361,385 5,844,517,284 25,331,363,165 

이익잉여금 47,052,426,221 -120,893,645,011 13,420,167,858 

자본총계 289,101,536,224 219,988,231,716 434,446,406,453 

 

손익계산서 

제 3기 제 2기 제 1기 

항       목 ( 2009.03.26 - 

2010.03.25 ) 

( 2008.03.26 - 

2009.03.25 ) 

( 2007.03.26 - 

2008.03.25 ) 

운용수익 138,411,527,603 -120,892,598,011 13,422,367,858 

  이자수익 64,333,291 412,583,713 368,373,95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138,347,194,312 -121,305,181,724 13,053,993,904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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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45,000 1,047,000 2,200,000 

당기순이익 138,410,982,603 -120,893,645,011 13,420,167,85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94,359,485 6,186,486,537 1,112,607,566

194,359,485 6,186,486,537 1,112,607,56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2,157,460,000 0 14,427,100,000

    1. 콜론 2,157,460,000 14,427,1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85,286,118,491 212,665,681,317 414,219,052,551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85,286,118,491 212,665,681,317 414,219,052,551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6,126,637,824 1,919,195,445 9,008,650,30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26,443 7,589,775 8,650,30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126,311,381 1,911,605,670 9,000,000,000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293,764,575,800 220,771,363,299 438,767,410,423

0 0 0

    1. 옵션매도

27,717,104,412 783,131,583 43,072,534,993

    3. 해지미지급금 4,662,453,193 782,084,583 4,318,593,213

586,383 1,047,000 2,410,757

    5. 기타미지급금 23,054,064,836 38,751,531,023

    6. 기타부채
27,717,104,412 783,131,583 43,072,534,993

    1. 원   본 266,047,471,388 335,037,359,443 395,694,875,430

0 -115,049,127,727 0

     (발행좌수 당기: 266,047,471,388 좌

               전기: 335,037,359,443 좌

             전전기: 395,694,875,430 좌 )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656.61 원

             전전기: 1,000.00 원 )
266,047,471,388 219,988,231,716 395,694,875,430

293,764,575,800 220,771,363,299 438,767,410,423

과            목
제 3기(2010.03.25) 제 2기(2009.03.25)
금            액 금            액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 지분증권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부                    채
운  용  부 채

자     산     총     계

제1기 (2008.03.25)
금            액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4. 수수료미지급금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자    본     총     계

    3. 이월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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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익계산서 (단위: 원)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64,333,291 412,583,713 368,373,954

    1. 이 자 수 익 64,333,291 412,583,713 368,373,95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38,348,175,975 3,584,102,364 23,737,877,46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6,074 7,305

    7. 기타거래차익 138,348,175,975 3,584,096,290 23,737,870,15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81,663 124,889,284,088 10,683,883,55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793,657 1,917,747 1,431,430

    8. 기타거래손실 188,006 124,887,366,341 10,682,452,126

운   용   비   용 545,000 1,047,000 2,200,00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545,000 1,047,000 2,200,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38,410,982,603 -120,893,645,011 13,420,167,85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520249194 -0.360836312 0.033915445

금    액 금    액 금    액
제1기(2007.03.26-2008.03.25)

과  목
제3기(2009.03.26-2010.03.25) 제2기(2008.03.26-2009.03.2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3.26 - 

2010.03.25 
3,350  2,200  179 168 869 861  2,660 2,660 

2008.03.26 - 

2009.03.25 
3,957  3,957  1,086 1,067 1,692 1,610  3,350 2,200 

2007.03.26 -

2008.03.25 
0  0  5,957 6,594 2,000 2,383  3,957 3,957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설정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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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1 
~10.05.31 

08.06.01 
~10.05.31 

07.06.01 
~10.05.31 

07.03.26 
~10.05.31 

펀드 23.79  -2.94  1.98  3.75  

주1) 이 투자신탁은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펀드

23.79

-2.94

1.98
3.75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구분 

09.06.01 ~10.05.31 08.06.01 ~09.05.31 07.06.01 ~08.05.31 

펀드 23.79  -23.90  12.57  

주1) 이 투자신탁은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자증권투자A(주식혼합)

23.79

-2.94

1.98
3.75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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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당해 투자신탁 

(2010.03.25 현재/ 단위: 억원, %)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0  0  0 2,853  0 0 0 0 0  24  61 2,938 
KRW 

(0.00) (0.00) (0.00) (97.11) (0.00) (0.00) (0.00) (0.00) (0.00) (0.80) (2.09) (100.00) 

0  0  0 2,853  0 0 0 0 0  24  61 2,938 
합계 

(0.00) (0.00) (0.00) (97.11) (0.00) (0.00) (0.00) (0.00) (0.00) (0.80) (2.09)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97.11

2.09
0.80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2)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3.25  단위: 억원, %) 

증권 파생상품 자산 

(2010.0  현재/

특별
통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자산 
기타 

예금

기타 
총액 

화별

집합투

 

실물 

단기대

출 및 

 

자산 

428  0  0  0  33 0 0 0 0  35  97 594 
KRW 

(7 (0. (0.0) (0. (5. (0. (0.0) (0. (0.0) (5. (16. (22.2) 0) 0) 5) 0) 0) 9) 4) 0.0) 

125  0        0  0 0 0 0  0 125 
BRL 

(100 (0. (0.0) (0. (0. (0. (0.0) (0. (0.0) (0 (0. (4.0) 0) 0) 0) 0) 0) .0) 0) .0) 

63  0        0  0 0 0 11  0 74 
EGP 

(84 (0. (0.0) (0. (0. (0. (0.0) (0. (0.0) (15.4 (0. (2.6) 0) 0) 0) 0) 0) ) 0) .0) 

29  0        0  0 0 0 0  0 29 
EUR 

(10 (0. (0.0) (0. (0. (0. (0.0) (0. (0.0) (0. (0. (0.0) 0) 0) 0) 0) 0) 0) 0) 1.0) 

287  0        0  0 0 0 0  0 287 
HKD 

(100 (0. (0.0) (0. (0. (0. (0.0) (0. (0.0) (0. (0. (10.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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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0  0  0 0 0 0  0 65 

HUF 
(10 (0. (0.0) (0. (0. (0. (0.0) (0. (0.0) (0. (0. (0.0) 0) 0) 0) 0) 0) 0) 0) 2.0) 

141  0        0  0 0 0 0  0 141 
IDR 

(100 (0. (0.0) (0. (0. (0. (0.0) (0. (0.0) (0. (0. (5.0) 0) 0) 0) 0) 0) 0) 0) .0) 

53  0        0  0 0 0 0  0 53 
MXN 

(100 (0. (0.0) (0. (0. (0. (0.0) (0. (0.0) (0. (0. (2.0) 0) 0) 0) 0) 0) 0) 0) .0) 

22  0        0  0 0 0 0  0 22 
PLN 

(10 (0. (0.0) (0. (0. (0. (0.0) (0. (0.0) (0. (0. (0.0) 0) 0) 0) 0) 0) 0) 0) 1.0) 

276  0        0  0 0 0 0  0 276 
THB 

(10 (0. (0.0) (0. (0. (0. (0.0) (0. (0.0) (0. (0. (0.0) 0) 0) 0) 0) 0) 0) 0) 9.0) 

257  0        0  0 0 0 0  0 257 
TRY 

(10 (0. (0.0) (0. (0. (0. (0.0) (0. (0.0) ( (0. (0.0) 0) 0) 0) 0) 0) 0.0) 0) 9.0) 

367  0        0  0 3 0 499  0 869 
USD 

(4 (0. (0. (0. (0. (0. (0.0 (0. (0.0 (57.4 (0. (22.2) 0) 0) 0) 0) 4) ) 0) ) ) 0) 9.0) 

ZAR 184  0    0  0 0   0   0  0 184 

 ( (0. (0. (0. (0 (0. (0. (0. (0. ( (0100.0) 0) 0) 0) .0) 0) 0) 0) 0) 0.0) .0) (6.0) 

2,298  0  0  0  33 3 0 0 0  546  97 2,977 
합계

(0.1) (0.0) (0.0) (0.0) (18.3) (3.3) (100.0) 

 
(77.2) (0.0) (0.0) (0.0) (1.1)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1.22

18.33
3.27

77.19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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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터 15층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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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연혁 
억원)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나

 

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법령 투  

게 발 손해를 할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 집합투자규약 또는 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손해를 생시킨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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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4) 연대책임 

 

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 (억원)  

 

요약 대차  요약 손익  

집합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

도 요약 재무내용

대조표 계산서

항    목 '09.3.31 '10.3.31 '09.3.3 '10.3.3  항    목 1 1 

유동자산 644 513 영업수익 853 779

고정자산 21 19 영업비용 53 480 8

자산총계 66 53 32 295 2 영업이익 3 1

유동부채 141 83 영  업외수익 6 8

고 영  0 1정부채 5 4 업외비용  

부채총계 146 87 경상이익 329 298 

자본금 100 100 특    별이익

이  익잉여금 419 345 특별손실  

자본조정  법인세 92 72

자본총계 519 445 당기순이익 237 226

 

라 자산 규모 (2010. 11. 30 현재 / 억좌) 

증    권 

. 운용

구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72,352  11  1,854  601  449  0 0 0 0 75,267 수탁고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사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①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및 투자자문]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유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위탁(투자자문)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 당 펀 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업 무 위 탁 범 위 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2)

- 련한 조언을 하는 일 

-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조언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1) 외국통화표시자산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투자자문 업무 

원화표시 투자재산 투자대상 선정과 관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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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1) 이 투자신탁의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은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 자산배분 및 매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언을 받아 

 

②

주

슈로더투신운용㈜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회사 개요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명 

                   

ed)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

주 요 주 주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100%) 

 

 

회 사  연 혁 

투자부서 설립 

-1985.3.7 : Somerled Limited 설립  

r e

호

-1818 : J. Henry Schroder Co. Ltd 설립 

-1954 : J. Henry Schroder Co. Ltd의 

-1959 : 모회사인 Schroders Plc의 상장 

-1985.6.17 : Somerled Limited에서 Schrode  Inv stment Management 

Limited로 상 변경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해

따릅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

 

나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 (02-3455-2515) 

사 연 혁  등 회

참 조 ) 
www.citibank.co.kr 

( 홈 페 이 지  

 

나. 

 및 처분의 이행  

의 지급  

지시 등에 대한 감시  

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령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시하는 업무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

 

)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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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신 합  

B  또는 투자설명서에 

대 운  

C.  평가가 

가 

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4

가

무  

A. 탁업자는 집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하여 당해 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

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shinhanaitas.com 

 

나. 주

(2)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권 가 에 항 

가

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5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 평 회사  관한 사

.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여의도동 35-6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참 조 )
www.koreabp.com www.bond.co.kr 

( 홈 페 이 지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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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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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증권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서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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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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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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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타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⑨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45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거래 비용의 유리성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과 효율성 
-리서치, 시장정보 제공능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 현황 등 발생 가능한 크레딧리스크 관리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 투자신탁과 관련되어 
사용될 것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직접적인 현금 등 지급 
바.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선정방법  

운용역,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 선정 결과는 분기 중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며, 분기말 리뷰를 거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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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

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

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

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

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

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

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

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

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

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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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

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

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

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

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

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

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

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

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

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

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

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

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

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

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

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

풋 워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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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

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

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

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

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

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

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

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

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49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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