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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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955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13346),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9632),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134341402)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 제외 아시아 회사의 주
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
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중국과 인도의 중추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이 탁
월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리라 판단합니다. 이 지역 회사들은 엄격
한 자본지출과 건전한 재무제표를 갖춘 양호한 기업이 대부분입
니다. 당사의 광대한 자원과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초하여 유망한 

투자기회를 포착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AC Asia ex Japan Net TR 금융지
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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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0.1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10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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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5293),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헷지 (LU0999521056),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6308),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537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헷지 (LU0999521130),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122819671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75% 이상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한 유로화
를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
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투자합니
다. 투자결정은 발행인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역량에 대한 심층적
인 리서치와 경영진과의 회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적은 범
위 내에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이나 테마가 편입자산 구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클래스 A Acc EUR, A1 Acc EUR, B Acc 

EUR의 경우 MSCI European Monetary Union Net TR 금융지수,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우 MSCI European Monetary Union Net TR USD 

Hed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
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
란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에 적용되는 위험요소: 

통화위험 / 헷지 주식클래스: 환율변동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
게 되며 미달러화로 헤지된 주식클래스는 미달러화와 펀드의 

기준통화인 유로화 간 환율변동의 영향을 감소시켜 펀드의 기
초자산 투자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자고자 합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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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 Acc USD (H) A1 Acc  B Acc C Acc USD (H) I Acc USD (H)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 Acc USD (H) A1 Acc  B Acc C Acc USD (H) I Acc USD (H) 

총 보수·비용 (연 %) 1.91% 1.91% 2.41% 2.51% 1.06% 0.0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
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5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우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클래스 A Acc EUR, A1 Acc EUR, B Acc EUR의 경우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우 기준 미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
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8년 9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7월 31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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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럽 대형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6937),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9740),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7075)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유럽 대형주(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유럽 대형주란 매입 당시 유럽시장의 시가총

액 상위 80%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75% 이상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

자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경영진을 두고 있는 우량 사업체

로서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투자

결정은 발행인의 재무건전성과 사업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리서치

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투자기회가 존재할 경우 그 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이나 테마가 편입자산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urope Net Return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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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67% 2.42% 2.2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5년 12월 4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15105999),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1510637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
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전세계 다양한 범위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발행인의 중장기적인 수익 전망, 투자가치가 있는 주
가, 경영진의 역량, 재무상태,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같은 특성
에 의존하여 최적의 투자기회에 집중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기
후변화, 인구통계 변화, 글로벌 경제에서 이머징 시장 국가의 

높아진 입지 등과 같은 발행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주요 

테마를 반영하여 투자기회를 고려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World - Net Return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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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71% 2.3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5년 6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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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탈리아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8719),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12025),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936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탈리아 회사의 주식(현금

성 자산 제외)에 집중 투자합니다. 통상 투자대상 회사의 수는 

50개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

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현금 창출능력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합니다. 

모든 주식 선정 결정시 경제기초여건 리서치가 기초를 이룹니

다. 주식 선정 시 추구하는 핵심적인 특징 요소에는 다른 투자

가가 제대로 리서치하지 못하여 저평가된 기업, 다른 투자가가 

간과한 기초 사업의 이상현상(예컨대, 경영진의 교체로 자산의 

저개발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리

고 기업 구조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FTSE Italia All-Share 금융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소형주 유동성 위험: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

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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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67% 2.42% 2.2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6년 5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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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일본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JPY (LU106239873),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헷지 (LU0903425923), 클래스 A1 누적주식 JPY (LU0133712371), 

클래스 B 누적주식 JPY (LU010624037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헷지 (LU0903426061), 클래스 I 누적주식 JPY (LU0134340420),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903426145)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회사의 주식(현금 제외)

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
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수익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로서 효율성 개선에 역점
을 두고 있는 운용팀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가장 

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의견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에는 경영상태가 어려우나 회복 가능성 및 평균 이상의 자본
수익률 창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클래스 A Acc JPY, A1 Acc JPY, B Acc 

JPY, I Acc JPY의 경우 Tokyo Stock Exchange 1st Section Index 

(TOPIX) (TR),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우 Tokyo Stock Exchange 1st Section 

Index (TR) (USD Hedged)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
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
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
란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에 적용되는 위험요소: 

통화위험 / 헷지 주식클래스: 환율변동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
게 되며 미달러화로 헤지된 주식클래스는 미달러화와 펀드의 

기준통화인 일본 엔화 간 환율변동의 영향을 감소시켜 펀드의 

기초자산 투자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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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 Acc USD (H) A1 Acc B Acc C Acc USD (H) I Acc I Acc USD (H)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 Acc USD (H) A1 Acc B Acc C Acc USD (H) I Acc I Acc USD (H) 

총 보수·비용 (연 %) 1.66% 1.66% 2.41% 2.26% 1.06% 0.06% 0.0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
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5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

우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

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클래

스 A Acc JPY, A1 Acc JPY, B Acc JPY, I Acc JPY의 경우 기준 일본 엔화 

표시 수익률, 클래스 A Acc USD Hedged, C Acc USD Hedged, I Acc USD 

Hedged의 경우 기준 미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

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8월 2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7월 31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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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영국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GBP (LU0106244527), 클래스 A1 누적주식 GBP (LU0133714401), 클래스 B 누적주식 GBP (LU010624592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영국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하며, 자산의 최소 75% 이상을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 다양한 범주의 영국 주식
에 투자합니다. 

투자 접근방식은 투자심리는 단기적인 주가를 주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
한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건전한 재무제표, 수준 높은 

경영진과 투자성 있는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를 선별하고자 하
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회사 중 장기적인 가능성이 저평가된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FTSE All Share Total Return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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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67% 2.42% 2.2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영국 파운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4월 1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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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미국 대형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61372),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1580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61455)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미국 대형주(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미국 대형주란 매입 당시 미국시장의 시가총

액 상위 85%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전세계 선두 대형주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시장에

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저평가된 수익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찾

아 ‘성장 차익(growth gap)’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

합니다. 본 펀드는 일부 비미국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주

요 북미 주식거래소 중 한 곳에서 상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Standard & (Composite) laggedPoors 

500 Net TR Lag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

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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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66% 2.41% 2.2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은 2006년 5월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기 성과 측정 기간의 성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8월 2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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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95562370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955623888),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95562400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수익과 자본증식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
다. 본 펀드는 연 7%의 수익을 목표로 하나 수익률은 보장되지 
아니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높은 배당이익을 제공하는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
자합니다. 투자대상 회사는 장기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에 기
초하여 선정됩니다. 본 펀드는 다음 2가지 수익원, 즉, 편입주식
에 대한 배당수익과 일부 자본증식 매각현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AC Pacific ex Japan Net TR 금융지
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
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익을 증가시
키고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본 펀
드의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자본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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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2.05% 1.20% 0.1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

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3년 9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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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88438112),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88439193),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8843846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 제외 아시아 회사의 주
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
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자본성장과 수익흐름 양자를 통해 낮은 변동성 수준
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체계적인 가용 현금의 충당 방식과 지속적 배당을 제
공하는 기업을 선호하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장래 성
장을 위해 재투자할 가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제외 아시
아 지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AC Pacific ex Japan Net TR 금융지
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
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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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4% 2.44% 2.5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6월 1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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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6990599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69906532),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6990602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과 오스트랄라시아를 포
함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집중 투자합니다. 통상 투자대상 회사의 수는 50개 미
만입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
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 아시아 소재 상장 부동산 회
사 및 부동산 관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동산 업종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기회를 투자
자에게 제공합니다. 최적의 투자기회를 얻기 위해 당사는 발행
인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포괄적인 업종 분석을 실시
하여 순자산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즉, 당사
는 실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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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4% 2.44% 2.5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6년 10월 2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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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26948709),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26949269),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2694900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회
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아시아 태평양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
을 제한하고 파생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자
본보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체계적이기는 하나 기준지수와 연동
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당사는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으로서 건전한 재무제표
와 수익성장을 갖춘 회사에 집중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 그
리고 특히 하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보전을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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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11월 1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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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브릭스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28659784),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28659867)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28659941),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232931963)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MSCI BRIC 지수 편입 회사
의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통상 투자대상 회사의 수는 50개 
미만이며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
고 있지 아니합니다. 

BRIC 시장(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장
이 가지는 이점 중 하나는 전세계 천연자원 중 많은 부분이 BRIC 
국가에 존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
한 요소가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BRIC 국
가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소비수준이 치솟고 있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 국가들에 대한 ‘현장(on the 
ground)’ 리서치에 기초하여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발굴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BRIC Net TR 금융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등급은 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른 EUR A 누적주식 클래
스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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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A Acc 
EUR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5%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A Acc 
EUR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1.9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및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5년 10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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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4435466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44355631),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4435482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중국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중국에 소재한 기업 혹은 중국에 상당한 사업을 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다양
한 업종에 걸쳐 투자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오
로지 철저하고 심층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6년 2월 1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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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8149583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81496216),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8149591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아시아 시장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머징 아시아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투자
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높은 수익성장과 계속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인
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비성장을 계속적으로 창출하
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현장(on the ground)’ 리서치와 풍부
한 투자자원에 기초하여 이 시장에서 최고의 투자기회를 찾고 성
장성이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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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5% 2.45% 2.5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1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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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 유럽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817157),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16950),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81910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유럽 시장에 소재한 회
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의 투자대상 회사의 수는 통상 50개 미만이며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머징 유럽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장기 성장 가

능성입니다. 러시아는 가장 큰 시장으로서 광대한 석유, 천연가

스 및 금속 매장량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역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서 높은 인구 증가에 따른 투자성 있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의 제조 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투자자원과 높은 수준의 리서치에 

기초하여 이러한 투자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merging Markets Europe 10/40 Net 

(TR)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이머징 시장 유동성 위험: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

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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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8% 2.48% 2.5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0년 1월 2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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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 마켓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2389),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0397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2462)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회사
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하며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
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이머징 시장 국가에 대한 ‘현장(on the ground)’ 리서치를 
통해 이러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기회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이머징 시장 경제가 탁월한 장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통상 이러한 시장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
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펀
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
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merging Markets Net TR 금융지수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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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5% 2.45% 2.5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4년 3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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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럽 디비던드 맥시마이져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319791538),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319791967),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31979161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펀드는 연 8%의 목표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나 이러한 투자

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높은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곳

으로서 장기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럽회사의 주식(현
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75% 이상
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
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2가지 수익원(배당수
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한 일부 편입주식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현금수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urope Net Return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 파생상품 전략은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익을 증가시
키고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키지만 펀드의 수익이나 자본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10월 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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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럽 배당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6267),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9153),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642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유럽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나 업종을 특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i) 높고, 지속성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있는 배당금 

및 (ii) 유리한 경제기조여건 전망에 기초하여 투자성 있다고 판

단되는 회사의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합니다. 당사의 리서치

는 현재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중요

한 요소로서 장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가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선별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urope Net Return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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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5% 2.45% 2.5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8월 2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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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러피언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995121059),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1046235575),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1046235658), 

클래스 C 누적주식 EUR (LU0995121646), 클래스 I 누적주식 EUR (LU105683006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중대형 유럽 회사의 주식
(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하며, 자산의 최소 75% 이상을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회사 주식에 투자합
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양한 시장상황에 대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urope Net TR 금융지수입니다. 집
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
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1.07% 0.0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최근 설정되어 최근 1년 동안의 보수 및 비용 수치
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된 정확한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펀드의 연
차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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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2014년 3월 

12일까지 성과는 Cazenove Pan Europe Fund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

용하였습니다. Cazenove Pan Europe Fund의 모든 자산부채는 2014년 3월 

12일자로 슈로더 유러피언 오퍼튜니티 펀드로 이전되었습니다.  
2 

2014년 5월까지 채택된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FTSE World Europe 

index 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4년 3월 12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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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럽 중소형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7406),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10243),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8040), 클래스 C 누적주식 EUR (LU0106238552)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유럽 소형주(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유럽 소형주란 매입 당시 유럽시장 시가총액의 
하위 30%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소형주는 대
형 기업을 통해 투자하기 힘든 틈새 성장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
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또한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빠르
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명기업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투자 접근방식은 주식선정에 중점을 
두며,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사건을 예측하려 하기 보다 
각 발행인의 주주를 위한 가치창출 능력에 역점을 둡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Euromoney Smaller European Companies TR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
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소형주 유동성 위험: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
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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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1.32% 

성과 보수 (%) 해당없음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4년 10월 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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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럽 토탈리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748063764),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801193649),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801193722), 클래스 C 누적주식 EUR (LU074806384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유럽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변동성을 제한하고 파생상품
과 현금성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보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경영진을 두고 있는 우량 사업체
로서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투자
결정은 발행인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리서치
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 그
리고 특히 하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보전을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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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총 보수·비용 (연 %) 2.00% 2.50% 2.60% 1.4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3월 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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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프론티어 마켓 주식 펀드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56231510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프론티어 시장 회사의 주식
(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프론티어 시장은 이머징 시장 

보다 더 초기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프론티어 국가는 높은 인구와 낮은 노
동비용의 특성을 가지며 상당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리서치를 활용하여 당사는 국가 선정 및 주식 선정을 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Frontier Markets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이머징 시장 유동성 위험: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

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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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I Acc 

총 보수·비용 (연 %) 0.2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0년 12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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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02445910),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0244621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7880094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발행인의 시가총
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거나 이에 적용하려
는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투자합니
다. 이러한 회사에는 저에너지 백열전구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회사뿐 아니라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에너
지 해결책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 향상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 업종에도 투
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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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6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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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데모그래픽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557290698),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55729085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세계 경제 인구 통계적 경향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

는 인구 통계 스펙트럼의 양극(즉, 선진국의 노령화 현상 및 개발

도상국의 성장과 부의 증대)에 있는 회사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

다. 본 펀드는 통상 소비자, 헬스캐어 및 금융 업종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대

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

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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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1%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총 보수·비용 (연 %) 2.01% 1.4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0년 11월 2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A1 Acc, B Acc, I Acc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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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디비던드 맥시마이져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06806265),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08882272),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06806778),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306807156)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펀드는 연 8%의 목표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나 이러한 투자

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높은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곳

으로서 장기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전세계 회사의 주식

(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2가지 수익원(배당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한 일부 편입주식의 처

분으로부터 발생한 현금수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World TR Net 금융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 파생상품 전략은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익을 증가시

키고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키지만 펀드의 수익이나 자본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1.3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2010년 12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 클래스의 기준지수는 MSCI All Countries World TR Net 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7월 1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I Acc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6990491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6990548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69905138),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26990564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시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
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이머징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당사의 글로벌팀이 제공
하는 최고의 투자기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시장상황이 유리할 경우 본 펀드는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투자자산을 공격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자산을 신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수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현금성 자산과 글로벌 채권에 자산의 최고 6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본 펀드의 편입자산의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머징 시장의 주식입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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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7% 2.47% 2.57% 0.12%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1월 1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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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5633148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56332296),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5633156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에너지 관련 회사의 주식(현
금성 자산 제외)에 집중 투자합니다. 통상 투자대상 회사의 수
는 50개 미만이며 중소형주에 가중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가장 투자확신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며 이러한 

투자대상은 대부분 전통적인 석유 가스 회사들로 구성되나 사
회간접자본, 공공재,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 회사들도 포
함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탐사 및 생산 회사에 가중 투자합
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에서 오인되거나 저평가되었다고 판
단되는 회사로서 증가하는 생산성과 함께 있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가진 회사에 집중 투자합니다. 에너지는 계속적인 투자
테마로서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성 있는 수익을 계속 제
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 / 소형주 유동성 위험: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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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1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6년 6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5월 1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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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배당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2528424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2528505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25284834)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225284917),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22528521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투자성 있고 지속적인 배당금을 
제공하는 전세계 기업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평균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가중 투자합
니다. 당사는 하향식 분석(글로벌 성장 경향, 금리 주기 및 통화 
분석)과 상향식 분석(자본 체계, 운영 효율성 및 수익 안정성과 
같은 핵심 요소 분석)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광범위한 리서치와 
체계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당사는 지속성 있는 수익과 더불어 
견실하고, 경영상태가 좋으며, 현금 창출력이 있는 전세계 사업
에 대한 좋은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World TR Net 금융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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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2% 2.42% 2.52% 1.32% 0.0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2010년 12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클래스의 기준지수는 MSCI All 

Countries World TR Net 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5년 7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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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리커버리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95690815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956908239),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956908312),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956908585)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원칙에 입각한 가치 중심 투자방식을 활용하여 장기
적인 수익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증권 종목에 선별적
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리커버리 투자는 단기 수익성 악화, 거
시경제적 우려, 대차대조표의 부실 등 많은 이유로 시장이 선호
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기 투
자자에 대한 투자대상회사의 투자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
며 공정가치 대비 할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리커버
리 투자 방식은 다각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World - Net Return 금융지수입니
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
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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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6% 2.56% 1.11% 0.1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

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3년 10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A1 Acc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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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40636845),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61616080),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4063692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대만 회
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레이터 차이나(중국, 홍콩 및 대만) 전 업
종에 걸쳐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엄격한 

리서치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팀에 힘입어 본 펀드
가 투자기회를 포착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는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투자성이 있는 투자기
회를 선별하는데 주력하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가장 유망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
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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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4% 2.44% 2.5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2년 3월 2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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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HKD (LU0149534421), 클래스 A1 누적주식 HKD (LU0149537283), 클래스 B 누적주식 HKD (LU014953566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홍콩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중국의 중추적인 성장에 힘입어 이 지역이 탁월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리라 판단합니다. 이 지역 회사들은 엄격한 자본지
출과 건전한 재무제표를 갖춘 양호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당사
의 광대한 자원과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초하여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장
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
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
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
상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
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
란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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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1% 2.41% 2.5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홍콩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2년 8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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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인도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64410563),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64411371),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6441072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인도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양한 범주의 우량 인도회사에 투자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수익달성 가능성뿐 아니라 발행인
의 재무상태, 브랜드 파워, 경쟁력, 자산에 중점을 둡니다. 인도
는 장기적인 소비추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니즈 및 유리한 

인구통계 측면에서 투자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펀드는 엄
격한 리서치와 광범위한 투자자원에 기초하여 인도 시장에서 

최적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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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2.00% 2.50% 2.6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6년 11월 1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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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인디언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95962653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95962734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 제외 인도 회사들 또는 

인도 시장의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들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통상 편입종목은 

30-70개 수준이나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규모
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인도가 인구변화, 수입성장, 인프라 확충, 소비자 

소비증대, 계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같은 장기적인 성장 동향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의 광대한 자원과 심층
적인 리서치에 기초하여 당사가 유망한 투자기회를 포착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
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
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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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2.01% 0.1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클래스 A Acc의 경우 

2014년 12월,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
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3년 9월 1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 Acc의 경우 2015년 2월 19일,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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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재팬 오퍼튜니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JPY (LU0270818197), 클래스 A1 누적주식 JPY (LU027081967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중장기적인 수익 전망과 수익 특성 그리고 경영진의 
역량에 기초하여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상당히 저평
가된 주식을 선정하고 이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투자주식은 주
식의 실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합니다.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소형주에 가중 투자하나 투자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 / 소형주 유동성 위험: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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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총 보수·비용 (연 %) 1.94% 2.4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일본 엔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6년 12월 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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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일본 중소형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JPY (LU0106242315), 클래스 A1 누적주식 JPY (LU0133712611), 클래스 B 누적주식 JPY (LU0106243719), 

클래스 C 누적주식 JPY (LU0106243982), 클래스 I 누적주식 JPY (LU013434115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 소형주(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일본 소형주란 매입 당시 일본시장 시가총액
의 하위 30%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합니
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일본 소형주 시장은 충분한 리서치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량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중단기적
으로 성장 가능성 있고 가치평가 측면에서 투자성 있는 곳으로써 

상승 시장과 건전한 금융 환경 하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춘 회사
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Russell Nomura Small Cap Index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소형주 유동성 위험: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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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43% 2.53% 1.33% 0.0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일본 엔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10월 1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1 Acc, B Acc, C Acc, I Acc의 경우 2015년 2월 19일자, 클래스 A Acc의 경우 2015년 3월 2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라틴 아메리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9046),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13007),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912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라틴 아메리카 회사의 주식

(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많

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니즈가 증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성장 과정에 있는 이머징 경제 시장

뿐 아니라 많은 천연자원이 점차 부족해 지고 있는 선진국에 자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투자자원과 ‘현장(on the ground)’ 리서치를 통해 이러한 자산군

에 대한 투자기회를 활용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merging Markets Latin America 

10/40 Net (TR)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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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8% 2.48% 2.5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2007년 12월까지 채택된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Emerging Markets 

Latin America Net Total Return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8년 7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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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중동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1458790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1458994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1458846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중동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중동 국가는 상대적으로 초기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중 많은 국가가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편 이들 국가

는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상품과 기술에 투자하

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빠르게 증가하는 젊은 인구는 빠른 경

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이 지역에 대한 매우 

면밀한 리서치(당사는 ‘현장(on the ground)’ 리서치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글로벌 운용회사 중 하나입니다)와 풍부한 투자자

원에 기초하여 최고의 투자기회를 발굴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MSCI Arabian Markets and Turkey와 

Saudi Arabia Domestic Capped at 20%의 혼합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2등급(높은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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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2.08% 2.58% 2.6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2009년 12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클래스의 기준지수는 MSCI Arab 

Markets and Turkey with Saudi Arabia capped at 20% 입니다. 
2
 2012년 9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클래스의 기준지수는 80% MSCI Arab 

Markets plus MSCI Turkey Index와 20% S&P Saudi Large / Mid Cap index의 

혼합지수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9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대만 주식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70814014),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70816068),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70815763)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대만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양한 범주의 우량 대만회사에 투자합니다. 대만 경

제가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상

당한 투자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투자

방식을 활용하며 경영진의 역량, 지속 가능한 경쟁력, 지속적인 

수익성장 가능성 그리고 발행인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유동성 위험 / 이머징 시장 유동성 위험: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2.00% 2.50% 2.6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8년 1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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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0519304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05193989),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05193559)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205193807),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205194011), 클래스 X 누적주식 USD (LU0607219986)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미국 중소형주(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미국 중소형주란 매입 당시 미국시장 시가총액
의 하위 40%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광범위한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당사의 투자방
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미국회사들에 집중합니다: (i) 높
은 성장경향과 호전되고 있는 유동자산 수준을 보이는 회사, (ii) 

믿을 만한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iii) 긍정적인 변화를 겪
고 있는 회사로서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이를 통하여 당사는 전반적인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중장기
적으로 투자자에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Russell 2500 TR Lag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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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X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X Acc 

총 보수·비용 

(연 %) 
1.90% 2.40% 2.50% 1.31% 0.06% 1.23%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주식클래스는 상기 성과 측정 기간 이후에 판매 개시되어 본 펀드의 유사한 다른 주식클래스의 과거 성과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12월 1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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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일본 주식 알파 펀드 
클래스 I 누적주식 JPY (LU0186878285)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일본회사의 주식(현금성 자
산 제외)에 집중 투자합니다. 

‘알파(Alpha)’라는 명칭이 포함된 펀드는 현재 주가가 해당 발행인
의 향후 전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높은 확신이 존재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통상 투자대상 회사의 수는 50개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투자 리서치 결과 이러
한 시장은 일본 대형주에 포섭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철저한 개별 회사 리서치를 통해 다른 투자가들이 간과한 좋은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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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I Acc 

총 보수·비용 (연 %) 0.1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일본 엔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2월 2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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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QEP 글로벌 액티브 가치형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03345920),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03346738),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03346142),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203346498),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203347116)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당사의 “가치” 기준을 충족하
는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가치” 

기준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주가가 해당 회사의 장기 전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
는 배당금과 현금흐름과 같은 지표를 의미합니다.  

주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입력한 

분석모델을 통해 매일 15,000여 개 회사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
해 단일 주식 성과가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500여 개 투자대상 회사로 

구성된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
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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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67% 2.42% 2.27% 1.32% 0.0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10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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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QEP 글로벌 블랜드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40768402),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40768584),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4076866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당사의 “가치” 및 “우량” 기

준을 충족하는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

니다. “가치” 기준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주가가 해당 회사의 

장기 전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 활용되는 배당금과 현금흐름과 같은 지표를 의미합니다. 
“우량” 기준은 발행인의 수익성,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과 같은 

지표를 의미합니다.  

주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입력한 

분석모델을 통해 매일 15,000여 개 회사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

해 “가치주”와 “우량주” 간 최적의 자산배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단일 주식 성과가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500여 개 투자대상 회사로 구

성된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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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70% 1.35% 0.1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2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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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QEP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47139391),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757956452),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47139474),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4713963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시장 국가에 소재한 회
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업종이나 발행인의 시가총액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입력한 
분석모델을 통해 매일 4,000여 개 회사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
해 단일 주식 성과가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300여 개 투자대상 회사로 
구성된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
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무
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스포
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구조화상품: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방
법으로 본 펀드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
방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러한 구조화상품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
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
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 / 이머징 마켓 유동성 위험: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
자는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 
및 극단적인 시장상황의 경우 환매요청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
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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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2.00% 2.50% 1.15% 0.1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클래스 A Acc, A1 Acc, 

C Acc의 경우 2014년 12월,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4월에 종
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3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 Acc, A1 Acc, C Acc의 경우 2015년 2월 19일,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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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QEP 글로벌 퀄리티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23591593),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23591759),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2359167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31979552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319797063)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당사의 “우량”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계 회사의 주식(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우량” 기준은 
발행인의 수익성,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과 같은 지표를 의미합니다.  

주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입력한 
분석모델을 통해 매일 5,000여 개 회사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일 주식 성과가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400여 개 투자대상 회사로 
구성된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67% 2.42% 2.27% 1.32% 0.0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7년 10월 1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 멀티에셋 인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1196710195), 클래스 I 배당주식 USD (LU119671060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직접 또는 투자펀드나 금융파생상품(선물, 옵션, 신용
불이행스왑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글로벌 이머징 시장 국가
의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에 최소 2/3 이상을 투자하여 중장기
에 걸쳐 수익(income)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글로벌 이머징 시장 기업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정부
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통화에 직접 투자합니다. 또한 본 
펀드는 펀드와 파생상품을 통하여 글로벌 이머징 시장에 간접적으
로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에 대한 투자는 최대 1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2/3 이상(현금성 자산 제외)
을 이머징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범주의 자산에 투자하여 중장
기에 걸쳐 수익(income)과 자본증식을 제공하자 합니다. 지역 
배분과 자산군 배분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
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클래스 A 누적주식 USD의 경우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
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클래스 I 배당주식 USD의 경우 총투자수익에 기초한 변동률로 
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래스 I 배당주식에만 해당) 자본 위험 / 배당 위험: 이 주식클
래스의 비용은 투자수익이 아닌 자본금에서 지급됩니다. 자본성
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자본성장이 낮은 시기에는 자본금 잠식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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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I Dis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I Dis 

총 보수·비용 (연 %) 1.59% 0.09%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최근 설정되어 최근 1년 동안의 보수 및 비용 수치

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된 정확한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펀드의 연

차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펀드의 과거 성과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펀드 출시일: 2015 년 4월 8일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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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5735936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75735952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757359798),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5735987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98851183)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 제외)을 전세계 기업
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전세계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통화에 직접 혹은 펀드와 파생상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합니
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다만, 펀드에 대한 투자는 최대 1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상당한 수준의 수익(income)을 제공하자 합니다. 이
에 따라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투자성 있는 수익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역 배분과 자산군 

배분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현금성 자산
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
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상
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 위험: 주가는 일반, 경제, 산업, 특정 기업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요소에 기초하여 매일 변동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후강퉁 위험: 본 펀드는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 결제, 규제, 운영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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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5%까지 

최대 

4%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59% 2.09% 2.19% 0.99% 0.09%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4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안 채권 앱솔루트 리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050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0311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0763)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앱솔루트 리턴은 모든 시장상황에서 1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하고자 하는 펀드를 의미
하나 이러한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자본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채권과 통화(현금성 자산 제
외)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채권은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의 
정부, 정부기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본 펀드는 절대적 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광범
위한 채권 투자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슈로더의 아시아 채권 투자 경험, 광범위한 리서치 자원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투자방식에 힘입어 본 펀드는 금리 전략, 통화, 
회사채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제도(“RQFII”)를 통해 중
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
고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펀드는 선진국에서 발행한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
자산을 상당부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
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
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
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
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
상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
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
란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 위험 / 중국: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이나 증권
법령의 변화가 본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법 또한 사전 통지 없이 정책에 따라 달
리 적용되거나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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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68% 2.03% 2.1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8년 10월 1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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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7768052),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17412),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7768136)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3-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높이는 것이기 위하여 본 펀드는 인플레
이션 조정 후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유로화 기준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
본 보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전세계 주식, 채권, 통화, 실물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지는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 통화 또는 업종에 대해 특별히 자산배분
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가장 투자성 있는 투자자산에 집중 투
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본 펀드는 수시로 자본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금성 자산에 상당 부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
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채무증권: 증권발행인이 적시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증
권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단기금융상품과 예금: 단기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의 예
금에 대한 투자에는 가격변동성 또는 발행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되며 펀드가 일부 예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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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4%까지 최대 3%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94% 2.44% 2.44%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4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은 2013년 7월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기 성과 측정 기간의 성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0년 3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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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스트레티직 베타10 펀드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1062110512)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다양한 시장의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펀
드와 금융파생상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합니다. 펀드 명
칭에 기재된 “10”은 본 펀드가 연 10%의 변동성(1년 동안 펀드
의 기준가격 변동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펀
드의 실제 변동성은 이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4가지 “위험 프리미엄” 분류(성장, 인플레이션, 듀레
이션, 전략)에 따라 위험을 분산합니다. 중기에 걸쳐 각 위험분
류 별로 배분된 위험은 각 분류 별 예상 위험/보상의 변동내용
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성장 분류는 긍정적인 경제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위험을 말하며, 미국, 영국, 유럽의 회사채 신용위험에 따
르는 수익뿐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대륙, 일본, 환태평양, 이머
징시장의 대형주를 포함합니다. 인플레이션 분류는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위험
을 말하며, 4가지 실물업종(석유, 농산물, 산업금속, 금)과 미재무
성 물가연동증권을 포함합니다. 듀레이션 분류는 금리 하락 시기
에 좋은 성과를 내는 위험을 말하며, 주요 국채시장(미국, 영국, 

유럽대륙, 일본, 캐나다, 호주)과 이머징시장 채권을 포함합니다. 

전략 분류는 기타 시스템적인 위험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위험을 

말하며, 아래 동향과 같은 행동인자와 기타요소(대형주 대비 소형
주, 성장주 대비 가치주, 저금리 통화 대비 고금리 통화 투자에 

따르는 추가 위험 등)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포함합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채무증권: 증권발행인이 적시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증
권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단기금융상품과 예금: 단기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의 예
금에 대한 투자에는 가격변동성 또는 발행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되며 펀드가 일부 예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중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손익이 증폭될 수 있으
며 순자산가치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활
용하지 않는 펀드에 비해 본 펀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레
버리지는 본 펀드의 전반적인 경제 익스포저가 투자금액을 상
회할 때 발생합니다. 

유동성 위험 / 재간접 유동성 위험: 본 펀드는 다른 펀드에 투
자하며 본 펀드의 유동성은 피투자펀드의 유동성에 따라 달라
집니다. 피투자펀드가 환매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본 펀드의 환매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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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I Acc 

총 보수·비용 (연 %) 0.1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최근 설정되어 최근 1년 동안의 보수 및 비용 수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
는 보수 및 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된 정확한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펀드의 연차보
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펀드의 과거 성과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펀드 출시일: 2014년 5월 28일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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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 마켓 채권 앱솔루트 리턴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319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05839),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3270)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106253437),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13433429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앱솔루트 리턴은 모든 시장상황에서 1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하고자 하는 펀드를 의미

하나 이러한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자본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이머징 시장 채권과 통화에 투자하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채권은 정부, 정부기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절대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펀드는 

선진국에서 발행한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자산을 상당부분 보

유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국가 분석에 기초하여 당사는 광범위한 투자대상 중 선

별된 국가들과 최고의 위험조정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국채, 회사채, 통화 간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이머징 시장 국가나 업종에 대해 특별히 자

산배분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가장 투자성 있는 투자자산

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

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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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93% 2.28% 2.43% 1.23% 0.0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12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7년 8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정책: 슈로더의 보수정책 및 관련 공시 요약본은 

www.schroders.com/remuneration-disclosures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요청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6년 2월 19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com/remuneration-disclosures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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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본드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5533),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6050),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570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
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위험회피 시기에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국채 그
리고 높은 배당금과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회사
채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rclays Capital EURO Aggregate 금융지수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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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96% 1.51% 1.4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8년 12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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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단기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4643),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6993),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4726)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단기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채권의 평균만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채권의 잔여만
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편입 채권의 평균잔여만
기가 3년 미만이며 각 채권의 잔여만기가 3년 미만이며 각 채
권의 잔여만기가 5년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본 펀드는 상환기일까지 기간이 5년 미만인 채권에 집중 투자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통상 단기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 가능
성을 제공하며 장기 채권 보다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Citi European Monetary Union Government 
Bond 1-3y EUR TR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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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66% 1.16% 0.7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8년 3월 1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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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국채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06235962),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07454),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06236002)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채(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국채는 신중한 투자를 요하는 시기에 투자분산 효과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 주식에 비해 안정
적인 투자대안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유럽 국채팀은 심층 리서
치와 스페셜리스트 유럽팀의 견해에 기초하여 본 펀드의 전략
을 결정합니다. 스페셜리스트 유럽팀은 글로벌 경제성장, 인플
레이션, 금융방침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펀드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EMU Direct 
Government Index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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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61% 1.16% 1.1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상기 성과 측정 기간의 성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08년 12

월까지 채택된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Lehman EURO Aggregate 지수입니

다.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은 2008년 1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4년 9월 1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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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6372),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10755),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696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
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
합니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펀드 자산의 최대 20%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은 채권에 투자되며, 이러한 채권은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채권에 대한 
투자는 채권형 펀드에 수반되는 낮은 위험 특성을 유지하는 한
편 좋은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광범위한 투자기회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
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BS 및 MBS 위험: 주택저당증권이나 자산담보부 증권은 기초 

차주로부터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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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97% 1.52% 1.4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3년 6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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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80781048),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80781477),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8078112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은 통상 대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소
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효과에 따른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lobal 
Governments Inflation-Linked EUR Hed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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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97% 1.52% 1.4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3년 11월 2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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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홍콩 달러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HKD (LU0149525270), 클래스 A1 누적주식 HKD (LU0149539909)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홍콩 달러화 표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신용도가 높은 발행인의 채권에 보다 편중 투자합니
다. 홍콩 달러화 채권 시장의 동력원에 대한 심층 리서치는 투
자전략의 핵심을 이룹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50% 3 month HIBOR + 50% HSBC Hong 
Kong Dollar Bond의 혼합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
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
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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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총 보수·비용 (연 %) 1.06% 1.5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2007년 12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클래스의 기준지수는 HKD HIBOR 3 Months 입니다. 

2 
2015년 4월까지 채택된 본 주식클래스의 기준지수는 HSBC Hong Kong Dollar Bond Index 입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홍콩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2년 8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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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아시안 로컬 커런시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58729142),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6576073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65761625)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35873023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358730587)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채권과 통화에 투자합니다. 

채권의 경우 아시아 지역 (일본 제외)의 정부, 정부기관,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각기 다른 경제 체계를 가진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현지 통화 채권에 투자합니다. 아시아 경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채권과 통화 시장

에 큰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발전에 편승할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본 펀드는 특정 회사/정부 또는 업종에 편중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

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

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HSBC Asian Local Bond - Overall financial 

index 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

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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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24% 1.74% 1.74% 0.85% 0.1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8년 5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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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회사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13257694),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3717503),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1325793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펀드 자산의 최대 20%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통상 국채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
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채는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발행인과 업종 중 투자대상 발행인
과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가능
성이 존재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EMU 
Corporate 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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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06% 1.51% 1.5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0년 6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크레딧 컨빅션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995119665),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995119749), 

클래스 C 누적주식 EUR (LU0995119822), 클래스 I 누적주식 EUR (LU099512016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펀드 자산의 최대 20%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수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
사채의 성과는 주식 보다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산군 내에서 상승종목(winners)과 하락종목(losers)을 선
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기초여건 리서치와 거시경제
적 테마를 배합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이의 분석팀은 건전성이 우수
한 기업 중 가장 투자성 있는 회사채를 선별하기 위해 시장을 철
저히 조사합니다. 투자대상에는 더 높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높
은 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iBoxx EUR Corporates BBB Index TR 입니
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
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

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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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33% 1.83% 0.73% 0.07%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3년 12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마켓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95632180),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795632420),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79563277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9563307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9563323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
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
합니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슈로더의 글로벌 채권팀의 지원으
로 최고의 위험/수익 특성을 제공하는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정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본 펀드는 투자자에게 최고의 글로벌 투
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일 지역이나 시장에 국한하여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1/3 EMBI Global Div; 1/3 JPM GBI-EM 

Global Div; 1/3 CEMBI Broad Div의 혼합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
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
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채무증권: 증권발행인이 적시에 원리금의 상환 의
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
한 증권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투자부적격등급: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은 통상 우량 
증권 보다 더 높은 배당이익을 제공하지만 더 큰 시장위험,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
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손익이 증폭될 수 있으며 순자
산가치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펀드에 비해 본 펀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레버리지
는 본 펀드의 전반적인 경제 익스포저가 투자금액을 상회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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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43% 1.93% 1.93% 0.93% 0.1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클래스 A Acc, A1 Acc, B 

Acc, C Acc의 경우 2014년 12월,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4월

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7월 1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 Acc, A1 Acc, B Acc, C Acc의 경우 2015년 2월 19일자,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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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마켓 회사채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9563498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795635100),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795635449),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95635795),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9563609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 정부 및 정부
기관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

에 투자합니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
합니다. 본 펀드의 순자산 중 최대 20%까지는 정부 발행 증권
에 투자됩니다.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슈로더의 글로벌 채권팀의 지원으로 
최고의 위험/수익 특성을 제공하는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정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본 펀드는 투자자에게 최고의 글로벌 투자기회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일 지역이나 시장에 국한하여 투자하
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JPM CEMBI Broad Diversified 금융지수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
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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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35% 1.85% 1.85% 0.85% 0.1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7월 1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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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이머징마켓 로컬 커런시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79563757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795637734),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795637908),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795638203),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79563846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및 회사

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

합니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슈로더의 글로벌 채권팀의 지원으로 

최고의 위험/수익 특성을 제공하는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정부 

또는 정부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본 펀드는 투자자에게 최고의 글

로벌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일 지역이나 시장에 국

한하여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JPM GBI-EM Global Diversified 금융지

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투자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 파생상품: 금융파생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미실현 수익과 시장 익

스포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채무증권: 증권발행인이 적시에 원리금의 상환 의

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

한 증권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 투자부적격등급: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은 통상 우량 

증권 보다 더 높은 배당이익을 제공하지만 더 큰 시장위험,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융기법 / 파생상품의 결과: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라도 금융파생계약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 파생상품: 본 펀드의 투자는 금융파생상품을 수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초 자산에 대한 익스포

저를 얻거나 이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본 펀드의 위험특성이 실질적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장위험 /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이머징 시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상 이러한 

위험은 프론티어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운영위험 / 제3자 위험: 본 펀드의 운영은 제3자에 의존하며 

제3자의 불이행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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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55% 2.05% 2.05% 1.05% 0.2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클래스 A Acc, A1 Acc, B 

Acc, C Acc의 경우 2015년 1월,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
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1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은 2013년 10월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기 성과 측정 기간의 성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7월 1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 Acc, A1 Acc, B Acc, C Acc의 경우 2015년 5월 1일,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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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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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컨저버티브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1148414987),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1148415109),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114841536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전

환사채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평균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채

권(투자등급 채권)에 편중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지역별 투자제

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전세계 전환사채에 광범위하게 분산

된 익스포저를 제공합니다. 

전환사채는 특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글로벌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와 함께 채권 투자에 따르는 이점인 낮은 변동성과 방어적

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경제, 지역, 주식 

및 회사채 시장과 관련된 요소를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Thomson Reuters Global Focus Investment 

Grade USD Hed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

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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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58% 0.88% 0.12%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최근 설정되어 최근 1년 동안의 보수 및 비용 수치가 존
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
수 및 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된 정확한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펀드의 연차보고서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펀드의 과거 성과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펀드 출시일 : 2014년 12월 19일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클래스 A Acc 및 C Acc의 경우 2015년 7월 31일자, 클래스 I Acc의 경우 2015년 9월 18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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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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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351442180),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351442420),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351442776)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351442933),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35144307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전
환사채(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지역별 투자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전세계 전환
사채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익스포저를 제공합니다. 

전환사채는 특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효
과와 함께 채권 투자에 따르는 이점인 낮은 변동성과 방어적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경제, 지역, 주식 및 

회사채 시장과 관련된 요소를 철저히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기
회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Thomson Reuters Convertible bond Global 

Focus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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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66% 2.01% 2.16% 1.06% 0.0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8년 3월 14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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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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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회사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06258311),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33711647),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06258667)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106258741),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13433909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펀드 자산의 최대 20%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슈로더의 글로벌 신용분석팀의 지원으로 

최고의 위험/수익 특성을 제공하는 우량 회사들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주로 방어적인 목적으로 회사채 이외 자산에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본 펀드는 투자자
에게 최고의 글로벌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일 지역이
나 시장에 국한하여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Credit 

Component USD Hedged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05% 1.51% 1.55% 0.66% 0.0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1994년 9월 2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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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크레딧 듀레이션 헤지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227788626),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227788899),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22778943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기업들이 발행한 여
하한 통화의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통상 국채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
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채는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발행인과 업종 중 투자대상 발행인
과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가능
성이 존재합니다. 본 펀드는 언제라도 우량 회사채 및 투자등급
이 낮은 회사채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전통적인 펀드가 과거 제공한 수익 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통상 전통적인 회사채 펀드 보
다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합니다.  

본 펀드는 회사채 투자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기초 금리위험(듀레이션)을 제거합니
다, 이러한 듀레이션 헤지의 목적은 금리 상승이 자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듀레이
션 헤지를 통해 금리 위험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나 통상 
금리 하락시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향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
다. 금리 하락시에는 듀레이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전통적 
회사채 펀드가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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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1.09% 1.54% 1.59%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5년 9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4등급 

[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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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하이인컴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575582027),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57558253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기업들
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
합니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본 펀드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은 채권에 투자
하며, 이러한 채권은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펀드는 이머징 시장 국채, 이머징 시장 회사채 및 선진시장의 

고수익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단계의 체계적인 투자과정을 걸쳐 당사는 시장 상황에서 좋
은 성과를 낼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업종과 발행인에 대한 견해
를 반영하여 이러한 업종 간 자산을 배분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환 포지션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동일비중으로 이루어진 다음 3개 지수입니다: 

- JP Morgan GBI - Emerging Markets Diversified 지수; 

- JP Morgan CEMBI Broad Emerging Markets corporate 지수 

- Barclays Capital Global High yield ex CMBS ex EMG 2% capital 

weighted 지수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
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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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47% 0.18%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1년 1월 2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C Acc, C Dis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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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189893018),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189894172),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189893448),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189893794)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기업

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현금성 자산 제외)에 

투자합니다.  

펀드 자산의 최소 70%(현금성 자산 제외)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

터 낮은 등급을 받은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

다. 통상 고수익 채권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투자등급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용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팀과

의 협력을 통해 경제, 시장, 업종 및 기타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최고의 위험/수익 특성을 가진 채권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Barclays Capital Global High Yield Corp. USD 

Hedged 2% cap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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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C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최대 
1%까지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C Acc 

총 보수·비용 (연 %) 1.30% 1.75% 1.80% 0.80%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4월 1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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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글로벌 언컨스트레인드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894412930),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894413078),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894413318)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관련 증서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채권에는 자산
담보부증권과 주택저당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특정 국가, 통화, 업종을 정하지 아니하고 유연하고 
기회포착적인 전략을 활용합니다. 본 펀드는 또한 투자부적격등
급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낮은 신용등급
을 받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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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64% 1.14% 0.35%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

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3년 4월 1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A1 Acc, B Acc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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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RMB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845699502), 클래스 C 누적주식 USD (LU0845699684),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84569984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위안화(RMB)로 표시된 채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
성된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하여 RMB 기준 장기적인 자본증
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 제외)을 역내/역외 

위안화(CNY/CNH) 또는 위안화로 헷지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권 및 기타 이와 투자수단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은 중국 본토 

내외에서 설립된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본 펀드는 중국의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
게 제공하며 증권과 업종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적극적 투자전
략과 금리전략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HSBC Offshore (CNH) Renminbi Investment 

Grade Bond Total Return (RMB) 금융지수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등급은 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른 주식 클
래스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위험: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본 펀드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본 펀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및 프론티어 위험: 이머징 시장 및 특히 프론티어 시
장은 통상 더 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내 위안화 위험: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이 본 펀드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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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C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1%까지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C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10% 0.63% 0.11%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12년 11월 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

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클래스 A1 Acc, B Acc는 한국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설정되지 않아 KI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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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스트래티직 채권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USD (LU0201322137), 클래스 A1 누적주식 USD (LU0201323028),  

클래스 B 누적주식 USD (LU0201322566), 클래스 I 누적주식 USD (LU0201323291)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자본증식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 제외)을 정부, 정부
기관, 기업들이 발행한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 에 투자합니
다. 채권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나 업종에 대해 특별히 자산배분을 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가장 투자성 있는 투자자산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
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는 특정한 기준지수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

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등급은 펀드의 목표위험수준에 기초하며 펀드가 이를 달성하
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는 높은 수익 기대에 상응하는 높은 위
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BS 및 MBS 위험: 주택저당증권이나 자산담보부 증권은 기초 
차주로부터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
대방이 본 펀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펀드 일
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
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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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I Acc 

선취판매수수료 
최대  

3%까지 
최대  

2%까지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I Acc 

총 보수·비용 (연 %) 1.31% 1.77% 1.81% 0.06%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
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미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
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4년 9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투자위험등급: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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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6. 7. 2) 

이 문서는 본 펀드의 핵심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법률상으로는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본 펀드 투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법률 상 요구되는 자료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에 기초한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자는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 SICAV의 하위펀드 

슈로더 유로 유동성 펀드 
클래스 A 누적주식 EUR (LU0136043394), 클래스 A1 누적주식 EUR (LU0135992385), 클래스 B 누적주식 EUR (LU0136043550) 

본 펀드는 슈로더 그룹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가 관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목적 

본 펀드는 수익 및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유로화로 표시된 우량 단기채권에 투자합니다.  

통상 본 펀드의 평균만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는 편
입 채권의 평균잔여만기가 12개월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본 펀드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다양한 범위의 우량 단기금
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 보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단기금융상품은 낮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
며 시장이 불확실한 시기에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
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지수 

본 펀드의 기준지수는 Citi EUR 1m Eurodeposit LC TR 금융지수
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편입비에 따라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능. 매일. 국내의 경우 국내판매
대행회사의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배당방침 

이 주식클래스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누적합니다. 투자이익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특징 

 
* 주: 한국의 위험등급 분류에 따르면, 본 펀드는 6등급(매우낮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및 수익 지표 

위험 및 수익 특징은 과거 성과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펀드의 

장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펀드의 등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이 무위험 투자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 

다음 위험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위험 / 부의 수익률: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본 펀
드의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 단기금융 및 예치금: 예탁기관이나 단기금융
상품의 발행인의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본 펀드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며,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위험: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
용등급이 없는 채권)은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리 위험: 금리 상승 시 통상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유동성 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본 펀드의 운영이 교란
되거나 손실을 입게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전환절차  

국내의 경우 투자자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에 공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 
결제 및 주식 취득은 통상의 경우 매수신청일(당일제외)로부터 룩셈부르크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환매신청시에는 적용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당일제외)로부터 통상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제3영업일(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실
제로는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며,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해당펀드의 유동성이 충
분하지 않아 제5영업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됨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음)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국내판매대행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낮은위험 

낮은수익 

높은위험 

높은수익 



 

보수 및 수수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 Acc A1 Acc B Acc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투자되기 전에 귀하의 매입신청금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cc A1 Acc B Acc 

총 보수·비용 (연 %) 0.59% 0.69% 0.69% 

성과 보수 (%) 해당없음 
 

보수 및 수수료는 마케팅과 판매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치입니다. 일부 

경우, 투자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실제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성과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 성과는 제반 수수료와 비용 및 거래비용 공제 후 기준 

유로화 표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판매·환매 수수료는 과거 성과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2001년 9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조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
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보관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추가정보: 룩셈부르크 투자설명서,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펀드의 최근 기준가격을 포함한 본 펀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펀드의 관리회사(주소: 5, rue Höhenhof, Höhenhof L-1736 

Senningerberg, Luxembourg)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불가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플라망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법: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본 펀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조세 지위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
하거나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엄브렐라 펀드: 본 펀드는 엄브렐라 펀드인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의 하위펀드입니다. 투자설명서 전문 및 정기보고서
는 엄브렐라 펀드 수준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 

하위펀드는 독립된 자산·부채를 가지며,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과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하위펀드 간 전환: 전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투자자는 본 

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나 슈로더 인터내셔
널 셀렉션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투자설명서 전문 또는 

웹사이트(www.schroders.lu/kid/glossa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되어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2015년 6월 30일자 핵심투자정보(key investor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schroders.lu/kid/glossasry


 

[붙임]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및 최저투자금액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1 한국씨티은행 

A주식: 판매수수료를 매입신청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되 단 
정기적립식 투자(Regular Savings Plan)의 경우에는 매입회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율을 적용함.  

* 임의식 투자시 선취 판매수수료율 

매입신청금액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1억원 미만 1.5% 
1.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0.75% 0.75%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5% 0.5% 

50억원 이상 0.3% 0.3% 

* 고객자산관리 차원에서 동일 고객이 해외펀드로 분산하여 가입할 경
우 기존 투자금액을 포함한 합산된 매입금액 또는 합산평가금액이 단
계별 수수료율의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동 매입금액에 대해 단계
별 수수료율이 적용됨. 

* 매입신청금액이란 수익증권 매입 및 수수료를 합한 총 납입금액을 의미함. 

* 정기적립식 투자시 선취 판매수수료율 

매입회차 수수료율 

1회차~12회차 1.5% 

13회차 이상 1.0%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0.5% 
 

단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00원 이하일 
경우 25,000원 

 
적립식 계좌는 
전환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A 
(임의식) 

클래스A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25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10만원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10만원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25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25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2 신한은행 

A주식 및 A1주식: ①임의식의 경우 주식의 종류(A/A1) 및 펀드 유형(주식형/
혼합형/채권형)별로 매입신청금액에 따라, ②적립식의 경우 매입회차에 따
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여 각 판매수수료로서 
선취함. 

<임의식> 

매수신청금액 
A주식 A1주식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USD 100,000 미만 1.5% 1.2% 1.2% 1.0% 

USD 100,000 이상 ~  
USD 1,000,000 미만 

1.2% 1.0% 1.0% 0.8% 

USD 1,000,000 이상 0.5% 0.5% 0.5% 0.5% 

<적립식> 

매입회차 판매수수료율 

1회차부터 24회차까지 1.4% 

25회차 이상 1.0%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A, A1, B 

(임의식) 
클래스A,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 

단, 자동이체에 의한 추가매입시에는 US$100 상당의 원화금액 또는 10
만원 이상으로 함.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3 KEB하나은행 

 

A주식 및 A1주식:  

매수신청금액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USD100,000미만 1.5% 1.0%이내 

USD100,000이상 1.0% 0.8%이내 

* 상기 판매수수료는 해당 통화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기 판매수수료는 매입 건 별로 결정한다.. 

* 매입신청금액은 판매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임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유동성 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0.5% 

주식형, 채권형 
및 멀티에셋 
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1.0% 

 
단, 위 

전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A1, B 

(임의식) 
클래스 A,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 

 

4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A주식: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주식형/채권형)에 따라 ①임의식의 경우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 및 하위펀드의 종류에 따라, ②적립식의 경
우 매입회차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이
때 동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임의식> 

매수신청금액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USD 1,000 이상 ~ USD 100,000 미만 1.5% 1.2% 

USD 100,000 이상 ~ USD 1,000,000 미만 1.0% 1.0% 

USD 1,000,000 이상 0.50% 0.50% 

<적립식> 

매입회차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1회차부터 24회차까지 1.5% 1.2% 

25회차 이상 1.0% 1.0%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 또는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 또는 €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500 또는 €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 또는 €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이상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500 또는 €500 
-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5 한국투자증권 

A1주식: ① 임의식의 경우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 및 하위펀드의 
종류에 따라, ② 적립식의 경우 매입회차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
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이때 동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매수신청금액(X) / 매입회차 주식형 채권형 

임의식 US$ 1,000 ≤ X ＜ US$ 100,000 
1.50% 1.20% 

적립식 1회-6회 

임의식 US$ 100,000 ≤ X ＜ US$ 1,000,000 
1.00% 1.00% 

적립식 7회-24회 

임의식 US$ 1,000,000 ≤ X 
0.75% 0.75% 

적립식 25회 이상 

 

* X는 매수신청금액으로 판매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임.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초 6회의 
전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7회째 전환 
부터는 1%의  
수수료를 부과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화 25 달러 
미만인 경우  
미화 25달러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1, B 

(임의식) 
클래스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 또는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15만원*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 또는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또는 €1,000 

일부 환매 불가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다만, 적립식 상품의 경우 월 적립금액 15만원 이상으로 하되 동 적립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6 한화투자증권 

A1주식: 임의식/적립식 여부, 주식형/채권형 여부, 매입회차, 매입청약금액
과 무관하게 매입청약금액의 1.4%를 부과함. 
 
다만, 본 국내판매대행회사는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특정 하위펀드의 A1주
식을 RSP적립식계좌*로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로 최초투자금액 
납입 후 (i)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납입금액의 1.4%를, (ii) 25개월이 이후부터
는 납입금액의 1.0%를 각 부과함 (단, 최초 납입시점으로부터 25개월이 경
과한 경우에도 (x) 직전 월까지의 총 불입금액이 (y) 최초 월불입약정금액
의 24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불입약정금액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이 될 
때까지의 누계액에 도달한 다음월부터 납입금액의 1.0%를 적용함). 
 
*RSP적립식계좌: 투자자가 사전에 월불입식에 투자하되, 동 하위펀드의 A1
주식의 일부만을 동 하위펀드의 다른 주식 또는 다른 하위 펀드의 주식으
로 전환하는 부분전환은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판매방식을 의미함.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B주식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고객은 최초 계좌 개설시의 입금 또는 추가입금을 통
하여 유동성 펀드를 매입할 수 없음. 

없음 없음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1, B 

(임의식) 
클래스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1,000만원 20만원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1,000만원 20만원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또는 €1,000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또는 €1,000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다만, RSP적립식계좌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특정 하위펀드의 A1주식의 
일부만을 동 하위 펀드의 다른 주식 또는 다른 하위 펀드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전환은 할 수 없음.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7 하나금융투자 

A주식 및 A1주식: 매수신청금액 및 주식의 종류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에 
대해 다음 판매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취함. 
 

매수신청금액 A주식 A1주식 

10억원 미만 1.5% 1.0% 

10억원 이상 1.0% 0.5%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A1, B 
(임의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달러화 표시 펀드 :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유로화 표시 펀드 : 4,500 유로 상당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엔화 표시 펀드 : 550,000 엔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홍콩달러화 표시 펀드 : 40,000 홍콩달러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달러화 표시 펀드 :  
미화 2,5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유로화 표시 펀드 : 2,000 유로 상당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엔화 표시 펀드 : 250,000 엔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홍콩달러화 표시 펀드 : 20,000 홍콩달러 또는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8 삼성증권 

A주식: ①임의식의 경우 각 매수 건별로 매입회차 및 하위펀드의 종류에 따
라, ②적립식의 경우 각 매수 건별로 매입회차 및 하위펀드의 종류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이때 동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매수신청금액(X) / 매입회차 주식형 채권형 

임의식 US$ 1,000 ≤ X < US$ 100,000 
1.5% 1.2% 

적립식 1회 - 6회 

임의식 US$ 100,000 ≤ X < US$ 1,000,000 
1.25% 1.0% 

적립식 7회 - 24회 

임의식 US$ 1,000,000 ≤ X 
0.75% 0.75% 

적립식 25회 이상 

* X는 매수신청금액으로 선취 판매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임.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없음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달러화 표시 펀드 :  
미화 2,5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유로화 표시 펀드 :  
4,000유로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일본엔화 표시 펀드 :  
400,000엔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달러화 표시 펀드 :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유로화 표시 펀드 :  
2,000유로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일본엔화 표시 펀드 :  
200,000엔 상당의 원화금액 이상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9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A1주식: 매수신청금액의 1.0% 
A주식: 매수신청금액 및 주식의 종류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에 대해 다음 
판매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취함. 
 

매입금액  
주식형 채권형 

USD JPY EUR 

10만불 미만 1000만엔 미만 6.5만유로 미만 1.50% 1.20%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6.5만유로 이상~ 
65만유로 미만 

1.00% 1.00% 

100만불 이상 1억엔 이상 65만유로 이상 0.75% 0.50%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A1, B 

(임의식) 
클래스 A,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3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5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5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청구 당일 기준 
3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청구 당일 기준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100만원 

(또는 펀드 표시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10 대구은행 

A주식 및 A1주식: 

구분 A주식 A1주식 

저축종류 금액/매입회차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임의식 

USD 100,000 미만 1,5% 1.2% 1.2% 1.0% 

USD 100,000 이상 ~ 
USD 1,000,000 미만 

1.2% 1.0% 1.0% 0.8% 

USD 1,000,000 이상 0.5% 0.5% 0.5% 0.5% 

적립식 
1회차부터 6회차까지 1.5% 

7회차 이상 1.0% 

* 판매수수료는 매입신청금액(=판매수수료+매입금액)에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 매입펀드가 USD가 아닌 다른 통화인 경우 대구은행 고시 대미달러환
산율 적용해 USD로 환산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A1, B 

(임의식) 
클래스 A,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 US$1,000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 US$100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1,000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상기 금액기준은 판매(전환)수수료를 포함한 매입신청금액(배당재투
자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대구은행 고시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함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11 미래에셋증권 

A주식: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이
때 동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매수신청금액 판매수수료율 

USD 100,000 미만 주식형-1.50%,  채권형-1.00% 

USD 100,000 이상 주식형-1.00%,  채권형-0.80%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 또는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 또는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또는 €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12 신한금융투자 

A주식: ① 임의식의 경우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 및 하위펀드의 종
류에 따라, ② 적립식의 경우 매입회차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
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이때 동 수수료는 해당 펀드의 통화로 계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임의식의 경우> 

매수신청금액 판매수수료율 

USD 100,000 미만 주식형 (1.5%) / 채권형 (1.2%) 

USD 100,000 이상 1,000,000 미만 주식형 (1.0%) / 채권형 (0.8%) 

USD 1,000,000 이상 주식형 (0.5%) / 채권형 (0.5%) 

<적립식의 경우> 

매입회차 판매수수료율 

1~12회차까지 1.5% 

13~24회차까지 1.0% 

25회차부터 0.5% 

※ 추가매입시에는 주문 전일의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존 매입주
식의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함.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 또는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0 또는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 또는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500 또는 €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또는 €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또는 €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또는 €2,500 

-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13 국민은행 

A주식 및 A1주식 : 각 매입대금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아래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선취함. 
 

매입대금(X) 납입회차 주식형 채권형 

임의식 

US$ 1,000 ≤ X < US$ 100,000 1.50% 1.20% 

US$ 100,000 ≤X < US$ 1,000,000 1.00% 1.00% 

US$ 1,000,000 ≤ X 0.75% 0.75% 

 
*  X는 매입대금(매수신청금액)으로 선취 판매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임. 
*  추가 매입시에는 주문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존 매입 

주식의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함.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별기준  
오만원 

(50,000원)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A1, B 

(임의식) 
클래스 A, A1,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US$ 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US$ 1,0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전일 기준  
US$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 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14 NH투자증권 

A주식: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임의식> 

매수신청금액 
선취 판매수수료 

주식형 채권형 

USD 100,000 미만 1.5% 1.2% 

USD 100,000 이상 1,000,000 미만 1.0% 0.8% 

USD 1,000,000 이상 0.5% 0.5% 

 
<적립식> 

매입회차 선취 판매수수료율 

1~6회 2% 

7~24회 1.5% 

25회 이상 1% 

 
B주식: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2,5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US$2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2,500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US$500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US$1,000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전일 또는 
전환주문 전일 기준 

US$2,500 
- 

 



 

 판매회사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최저투자금액 

15 대우증권 

A주식: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매입대금(X) 납입회차 주식형 채권형 

임의식 US$ 1,000,000 ≤ X 1.5% 1.0% 

적립식 24회 이상 1.5% 1.0% 

임의식 X < US$ 1,000,000 2.0% 1.5% 

적립식 24회 미만 2.0% 1.5% 

 
B주식 및 유동성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2,000달러 또는  
원화 300만원 

-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1,000달러 또는  
원화 200만원 

-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미화 2,000달러 또는  

원화 300만원 
-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전환주문 당일 기준 
미화 1,000달러 또는  

200만원 이상 
-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미화 1,000달러 또는  

원화 200만원 
-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미화 2,000달러 또는  

원화 300만원 

- 

 

16 현대증권 

A주식: 각 매수 건별로 매수신청금액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함. 
 

매수신청금액 선취판매수수료율 

USD 100,000 미만 1.2% 

USD 100,000 이상 ~ USD 1,000,000 미만 0.8% 

USD 1,000,000 이상 0.5% 

 
B주식: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단, 1%에 
해당하는 금액이 
US$ 25 미만인  
경우 US$ 25 

현행 최저투자금액 
클래스 A, B 

(임의식) 
클래스 A, B 

(적립식)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5,000달러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1,000달러  

최초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2,500달러  

추가전환을 위한 
최저투자금액 

미화 1,000달러  

최소환매금액 
환매주문 당일 기준 
미화 1,000달러 

 

최소보유금액 
환매주문 당일 또는 
전환주문 당일 기준  
미화 2,50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