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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09년 8월 11일

본인은 별첨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2009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09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를 검토하였습니다.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

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되

는 3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

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

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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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

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09년 6월 11일의 감사보고

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09년 3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2009년 8월 1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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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재 무 제 표

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 9 기 1 분기 2009년 6월 30일 현재

제 8 기 2009년 3월 31일 현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9기1분기 제8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33,327,227,363 58,175,211,969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33,327,227,363 58,175,211,969

유가증권 447,500,000 447,500,000

매도가능증권 447,500,000 447,500,000

유형자산 309,728,014 343,387,037

임차건물시설물 537,936,224 537,936,224

감가상각누계액 (317,817,945) (299,396,562)

기구비품 398,483,110 398,483,110

감가상각누계액 (308,873,375) (293,635,735)

기타자산 9,340,072,002 7,548,565,462

미수금 - 161,190

미수수익(주석5) 7,508,718,133 5,816,475,179

선급비용 384,040,697 469,454,812

보증금 415,635,010 415,635,010

이연법인세자산 590,974,759 397,115,246

기타투자자산 472,279,990 472,279,990

기타무형자산 5,967,004 6,526,411

기타자산대손충당금 (37,543,591) (29,082,376)

자산총계 43,424,527,379 66,514,664,468

부 채

예수부채 63,528,240 32,683,740

예수금 63,528,240 32,683,740

기타부채 15,421,700,329 14,592,781,500

미지급비용(주석5) 8,249,466,497 8,265,379,243

미지급법인세 5,073,955,168 5,364,965,849

퇴직급여충당부채 1,918,993,826 1,835,190,766

퇴직보험예치금 (1,352,951,922) (1,337,013,008)

제세예수금 1,532,236,760 464,25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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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9기1분기 제8기

부채총계 15,485,228,569 14,625,465,240

자 본

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보통주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이익잉여금 17,939,298,810 41,889,199,228

법정적립금 3,500,000,000 5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4,439,298,810 41,389,199,228

자본총계 27,939,298,810 51,889,199,228

부채및자본총계 43,424,527,379 66,514,664,468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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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손 익 계 산 서

제9기 1분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8기 1분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9기1분기
제8기1분기

(검토를받지않은손익계산서)

영업수익 18,120,398,082 30,102,979,637

수수료수익 17,376,597,086 29,723,852,762

위탁자보수(주석4) 17,276,075,985 29,636,105,540

투자자문수수료수익(주석4, 5) 10,285,370 27,058,149

투자일임수수료수익(주석4, 5) 90,235,731 60,689,073

외환거래이익 2,402,459 6,566,213

외환차익 2,338,464 6,566,213

외화환산이익 63,995 -

이자수익 236,889,151 372,560,662

예금이자 220,950,237 359,317,910

예치금이자 15,938,914 13,242,752

기타영업수익 504,509,386 -

영업비용 10,385,186,914 18,414,792,861

수수료비용 7,832,565,585 13,339,301,888

투자자문수수료비용(주석4, 5) 3,234,345 83,862,091

위탁업무수수료비용(주석4, 5) 7,808,144,322 13,222,001,528

기타지급수수료비용(주석4, 5) 21,186,918 33,438,269

외환거래손실 258,188,986 28,634,712

외환차손 4,189,774 28,284,576

외화환산손실 253,999,212 350,136

판매비와관리비 2,285,971,938 5,043,601,497

급여 1,276,478,457 3,388,116,177

퇴직급여 83,803,060 90,805,033

복리후생비 191,905,585 191,953,912

판매부대비 129,010,882 148,225,940

광고선전비 1,958,000 1,155,000

공고비 1,485,000 1,485,000

여비교통비 8,794,070 31,582,751

통신비 7,808,722 7,170,559

전산운용비 4,266,072 4,266,072

세금과공과 122,504,292 186,286,088

지급임차료 195,608,820 190,130,989

용역비(주석5) - 539,792,515

감가상각비 33,659,023 32,726,140

무형자산상각비 559,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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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9기1분기
제8기1분기

(검토를받지않은손익계산서)

접대비 18,525,321 27,355,083

인쇄비 242,000 426,400

차량유지비 17,137,454 16,968,960

소모품비 5,783,406 8,669,490

수선유지비 9,313,936 11,295,655

보험료 106,649,349 96,652,704

등기소송비 - 277,500

조사연구비 66,486,764 62,964,862

연수비 1,416,226 2,764,772

잡비 2,576,092 2,529,895

기타영업비용 8,460,405 3,254,764

기타의대손상각비 8,460,405 3,254,764

영업이익 7,735,211,168 11,688,186,776

영업외수익 116,314,190 261,574,370

잡이익(주석4, 5) 116,314,190 261,574,370

영업외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851,525,358 11,949,761,146

법인세비용 1,801,425,776 3,973,938,275

당분기순이익 6,050,099,582 7,975,822,871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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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9기 1분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8기 1분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 계

2008. 4. 1 (제8기1분기초) 10,000,000,000 22,129,272,360 32,129,272,360

배당금지급 - (4,000,000,000) (4,000,000,000)

전분기순이익 - 7,975,822,871 7,975,822,871

2008. 6.30 (제8기1분기말) 10,000,000,000 26,105,095,231 36,105,095,231

2009. 4. 1 (제9기1분기초) 10,000,000,000 41,889,199,228 51,889,199,228

배당금지급 - (30,000,000,000) (30,000,000,000)

당분기순이익 - 6,050,099,582 6,050,099,582

2009. 6.30 (제9기1분기말) 10,000,000,000 17,939,298,810 27,939,298,810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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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9기 1분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8기 1분기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9기1분기
제8기1분기

(검토를받지않은현금흐름표)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152,015,394 14,948,246,036

당분기순이익 6,050,099,582 7,975,822,871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380,481,107 127,136,073

감가상각비 33,659,023 32,726,140

무형자산상각비 559,407 -

퇴직급여 83,803,060 90,805,033

대손상각비 8,460,405 3,254,764

외화환산손실 253,999,212 350,136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63,995) -

외화환산이익 63,995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278,501,300) 6,845,287,092

미수금의감소 161,190 -

미수수익의증가 (1,692,242,144) (651,302,942)

선급비용의감소(증가) 85,414,115 (123,118,603)

이연법인세자산의증가 (193,859,513) (11,864,168)

예수금의증가(감소) (433,414,150) 11,845,574

미지급금의증가 - 4,000,000,000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269,847,963) 2,405,607,238

미지급법인세의증가(감소) (291,010,681) 1,227,362,745

제세예수금의증가 1,532,236,760 -

퇴직보험예치금의증가 (15,938,914) (13,242,752)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73,572,4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73,572,400)

임차건물시설물의취득 - 68,200,000

기구비품의취득 - 5,372,400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000,000,000) (4,000,000,0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0,000,000,000) (4,000,000,000)

배당금지급 30,000,000,000 4,000,000,000

Ⅳ.현금의증가 (24,847,984,606) 10,874,673,636

Ⅴ.분기초의현금 58,175,211,969 32,643,466,808

Ⅵ.분기말의현금 33,327,227,363 43,518,140,444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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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 6월 30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 대표이사:전길수)는 2001년 5월 21일에

설립되어 2001년 7월 19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투자신탁운용업 영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운용업무, 투자자

문(일임)업무, 콜거래업무, 어음매입업무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

다.

회사의 전신인 슈로더투자신탁서울사무소는 1994년 5월 17일에 설립되어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의 한국내 연락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

다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 18일자로 청산되었습니다.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의 자산 일부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2001년 6월 11자로 회사에 매각

되었으며, 동 사무소의 임직원은 2001년 5월 31일자로 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09년 3월 3

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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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예치금

2009년 6월 30일과 2009년 3월 31일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 역 은행명 2009.6.30 2009.3.3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 500 500

기업자유예금 국민은행 269,309 55,586

MMDA SC제일은행 9,884,175 5,130,046

HSBC 84,675 822,712

한국씨티은행 1,046,031 2,140,424

원화정기예금 SC제일은행 22,042,537 34,025,944

HSBC - 16,000,000

합 계 33,327,227 58,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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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2009년 6월 30일과 2009년 3월 31일 현재 회사가 회사의 고유자산과 별도로 운

영관리하는 신탁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09.6.30 2009.3.31

펀드수 원본액 펀드수 원본액

주식형 27 개 10,881,409,542 27 개 10,938,338,666

채권형 2 개 52,487,329 2 개 52,753,288

혼합형 13 개 392,741,306 13 개 400,389,500

파생상품투자신탁 1 개 50,768,119 1 개 50,841,119

재간접투자신탁 4 개 50,794,492 4 개 53,378,642

계 47 개 11,428,200,789 47 개 11,495,701,215

(주) 상기 펀드에는 모펀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운용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약관상 명

시된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탁자보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의 위

탁자보수는 17,276,076천원입니다.

(2)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

mited와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인식한 당분기의 투자자문수수료수익는 10,28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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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등과

투자자문 및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으로부터 당분기중 발생한 수

수료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투자자문 위탁업무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Kong) Limited - 961,113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3,234 6,779,764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 67,267

계 3,234 7,808,144

(4)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신한생명보험 등과 투자일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을 맺고 있습니다. 동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인식한 당분기의 투자일임수수료수익은

90,236천원입니다.

(5)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주)아이타스와 신탁재산 회계처리의 사무수탁 부

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중 동 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행수수료는 3,557천

원입니다.

(6)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등과 전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인식한 당분기의

잡이익은 116,289천원입니다.

(7)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30개의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하고 있으며, 이들 판매회사에는 판매수수료로서 해당 투자신탁자산 순자산총액평균

잔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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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7개의 수탁회사와 수익증권 수탁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수탁회사에는 수탁수수료로서 해당 투자신탁자산의 순자산총액평균잔

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직접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회사의 지배회사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며, 최상위 지

배회사는 Schroders Plc.입니다.

(2) 당분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분기

수수료수익 등 126,889

수수료비용 등 7,309,919

미수수익 44,604

미지급비용 6,251,515

배당금 30,000,000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로드맵에 따라 회사는 관련 법률 등에

서 요구되는 경우 2012년 3월말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분석

하여, 관계자에 대한 사내ㆍ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당사의 본사는 IFRS

에 대한 충분한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시 기술적 문제를 처리할 컨설팅 전문업체를 이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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