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로더 월지급 아시안에셋인컴 펀드 분배금 변경관련 안내 자료 

 

 

안녕하십니까, 슈로더투자신탁운용입니다. 

당사가 운용하는 아래 투자신탁의 월지급 분배금이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배금관련 

변경을 포함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금 변경 상세에 대해서는 

아래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슈로더 월지급 아시안에셋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분배금 변경 상세 
 

1) 분배금: 변경 

 

2) 기타: 현행과 동일 
 

- 분배 기준일: 매월 20일(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 분배금 지급일: 분배 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지급 

 

3. 분배금 변경 배경 
 

- 현행 분배금 결정시 고려된 인컴수익률 수준대비 상대적인 인컴수익률 수준 하락  

· 분배금의 주요 원천인 인컴수익률(채권이자수익률/주식배당수익률등)이 현행 분배금 

결정시 고려된 수준에 대비하여 동 투자신탁 설정이후 상대적인 하락을 지속 

- 기존수익자의 결산일(9/6)이후 분배금 지급기준이 되는 보유좌수 증가 예상 

· 동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이후의 플러스 성과를 고려할 때, 9월6일 결산일이후 

분배금 지급기준이 되는 분배금 지급대상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분배금 지급대상 수익자의 보유좌수를 기준으로 1,000좌당 5.83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동 투자신탁의 분배금 지급 구조를 고려할 때 1,000좌당 5.00원으로 

분배금을 인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 투자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최초 결산일(9/6)이후의 분배금 지급분부터 변경 분배금을 적용하고자 함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원본 좌수를 기준으로 매월 1,000좌당 

5.83원(최초설정원본 기준 연7%)수준에 

상당하는 금액 

투자원본 좌수를 기준으로 매월 1,000좌당 

5.00원(최초설정원본 기준 연6%)수준에 

상당하는 금액 



 
4. 변경시행일(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 년 8 월 14 일  
 

5. 변경관련 일정 

· 7월 변경 예정사항을 판매사에 사전 공지 

· 8월 분배기준일(8/20) 시점의 수익자는 변경전 분배금을 지급받음(8/26) 

· 8월 14일 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 변경 효력발생 

· 9월 분배기준일(9/23) 시점의 수익자부터 1000좌당 5원 적용 

ð 신규 가입자의 경우 2013년8월18일오후5시이후/8월19일 가입자부터 적용 

ð 아래 7. 분배금 적용 예시표 참조 
 

 

6. 분배금 문구 변경대비표 

 

7. 분배금 적용 예시  
 

 
D-2 

(8/18) 

D-1 

(8/19) 

D 

(8/20) 
D+1 

D+4 

(8/26) 
비고 

기존수익자 - - 
분배 

기준일 
배당락일 

분배금 

지급일 

8/20 분배 기준일 기준 

8/26 기존 분배금 지급 신규가입자 1 
가입 

신청 
- 

신규가입자 2* 
5 시이후 

가입신청 

가입 

신청 
N/A N/A N/A 

9/23 분배 기준일 기준 

9/27 변경 분배금 지급 

가입신청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가입이 체결되므로, 해당 월분배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준일로부터 

2 영업일 이전에 가입해야 함. 9 월 분배기준일(9/23) 시점의 수익자부터 1000 좌당 5 원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2013 년 8 월 18 일오후 5 시이후/8 월 19 일 가입자부터 적용 

변 경 전 변 경 후 

1. 분배금 : 이 집합투자기구의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월 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 중단할 수 

있다.  

[최초 설정 시점의 분배금은, 추가 변경이 없는 경우, 

투자원본 좌수를 기준으로 1,000좌당 

5.83원(최초설정원본 기준 연7%)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변동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1. 분배금 : 이 집합투자기구의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 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 중단할 

수 있다.  

[삭제]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8. 분배금 지급 일정 
 

 
 

9. 펀드 포트폴리오 실제 일드(Yield) 추이 
 

 
 

 

 

-   이    상   -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2013.07. 2013.07.22. 2013.07.26.

2013.08. 2013.08.20. 2013.08.26.

2013.09. 2013.09.23. 2013.09.27.

2013.10. 2013.10.21. 2013.10.25.

2013.11. 2013.11.20. 2013.11.26.

2013.12. 2013.12.20. 2013.12.27.

주식 채권 현금 기타
펀드 포트폴리오
실제 일드(Yie ld)

12.01 3.13% 2.68% 0.00% - 5.81%

12.02 3.23% 2.75% 0.00% - 5.99%

12.03 3.38% 3.00% 0.00% - 6.38%

12.04 3.31% 2.94% 0.00% - 6.25%

12.05 3.31% 2.98% 0.00% - 6.28%

12.06 3.22% 2.81% 0.00% - 6.03%

12.07 3.18% 2.68% 0.00% - 5.86%

12.08 3.02% 2.71% 0.00% - 5.74%

12.09 3.15% 2.42% 0.00% - 5.57%

12.10. 3.11% 2.27% 0.00% - 5.38%

12.11 3.11% 2.18% 0.00% - 5.29%

12.12 3.02% 2.03% 0.00% - 5.05%

13.01 2.23% 1.63% 0.00% 0.63% 4.50%

13.02 2.02% 1.67% 0.00% 0.78% 4.47%

13.03 1.90% 1.52% 0.00% 0.72% 4.14%

13.04 2.09% 1.66% 0.00% 0.71% 4.45%

13.05 2.30% 2.06% 0.00% 0.78% 5.14%

13.06 2.41% 2.20% 0.00% 0.82% 5.43%

주식(기대배당수익률), 채권(만기수익률)

현금(홍콩HK MPF 예금금리), 기타: 일본리츠, 이머징채권, 글로벌 투자자산 일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