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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5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5년과 2014년 6월 30일로 종

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

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

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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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

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5년 3월 19일의 감사보고서에

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첨부한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201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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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첨부)반 기 재 무 제 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제 15기  반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반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6월 30일 까지

"첨부된 반기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길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26층

(전   화) 02-378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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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15기 반기 : 2015년 06월 30일 현재

제14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5기 반기 제14기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23,507,561,703 26,058,662,589

매도가능금융자산 6 747,500,000 747,500,000

유형자산 7 204,838,168 305,439,598

무형자산 8 472,279,990 472,279,990

당기법인세자산 - 134,644,324

이연법인세자산 528,923,280 676,853,024

기타자산 10, 17 3,577,349,025 4,095,749,198

자 산 총 계 29,038,452,166 32,491,128,723

부채

충당부채 9 148,382,511 145,522,016

당기법인세부채 55,017,144 -

기타부채 10, 17 3,552,300,567 4,437,507,155

부채 총계 3,755,700,222 4,583,029,171

자본

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이익잉여금 11 15,282,751,944 17,908,099,552

자본 총계 25,282,751,944 27,908,099,552

부채 및 자본 총계 29,038,452,166 32,491,128,723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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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5기 반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14기 반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5기 반기 제14기 반기

영업수익 12, 17 12,666,017,746 13,799,283,236

영업비용 13, 17 (11,690,214,379) (11,355,252,271)

영업이익 975,803,367 2,444,030,965

영업외수익 14 83,027 35,002

영업외비용 14 (2,133,361) (2,209,6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3,753,033 2,441,856,309

법인세비용 16 (199,100,641) (519,347,673)

반기순이익 774,652,392 1,922,508,636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774,652,392 1,922,508,636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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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15기 반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14기 반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주석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 계

2014년 1월 1일 현재 잔액 10,000,000,000 21,994,668,432 31,994,668,432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 - 1,922,508,636 1,922,508,636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1 - (7,500,000,000) (7,500,000,000)

2014년 6월 30일 현재 잔액 10,000,000,000 16,417,177,068 26,417,177,068

2015년 1월 1일 현재 잔액 10,000,000,000 17,908,099,552 27,908,099,552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 - 774,652,392 774,652,392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1 - (3,400,000,000) (3,400,000,000)

2015년 6월 30일 현재 잔액 10,000,000,000 15,282,751,944 25,282,751,944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6 -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15기 반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14기 반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15기 반기 제14기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871,179,450 144,466,41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8 537,487,703 815,325,906

이자의 수취 195,201,176 278,367,624

   법인세 환급(납부) 138,490,571 (949,227,111)

투자활동 현금흐름 (22,280,336) (30,838,666)

   유형자산의 취득 7 (5,447,799) (14,496,398)

   보증금의 증가 (16,832,537) (16,342,268)

재무활동 현금흐름 (3,400,000,000) (7,500,000,000)

   배당금 지급 (3,400,000,000) (7,5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551,100,886) (7,386,372,247)

반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6,058,662,589 30,306,701,129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3,507,561,703 22,920,328,882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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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15기 반기 : 2015년 06월 30일 현재

제14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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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자로 회사에 매

각되었으며, 동 사무소의 임직원은 2001년 5월 31일자로 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

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5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

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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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

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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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

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

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

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

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2015년 반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  역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 소액현금 500 500

기업자유예금 707,373 744,205

MMDA 5,742,895 6,068,547

원화정기예금 17,056,794 19,245,411

합  계 23,507,562 26,05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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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취득원가 장부가액 취득원가 장부가액

한국금융투자협회 출자금(주1, 3) 447,500 447,500 447,500 447,500

지분증권(주2, 3) 300,000 300,000 300,000 300,000

합  계 747,500 747,500 747,500 747,500

(주1) 상기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운용업에 등록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금융

투자협회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여 회원사의 출자금 회수

는 제한되어 있으며,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

시되는 시장가격이 없으며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주2) 회사는 펀드온라인 코리아(주)에 30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는 단기처분의

도가 없는 비상장 지분상품입니다.

(주3)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으며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

초자료가 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

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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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기초장부가액 305,440 507,777

취득 / 대체 5,447 14,496

감가상각 (106,049) (124,231)

기말장부가액 204,838 398,042

취득원가 1,380,015 1,381,111

감가상각누계액 (1,175,177) (983,069)

8. 무형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은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은 비한정 

내용연수자산으로 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검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기초 145,522 139,965

할인액 상각 2,860 2,751

기말 148,382 142,716

상기 충당부채는 복구충당부채로서 회사는 사무실 임차계약 종료 후의 원상복구 의

무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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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10.1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미수수익 - 금융자산

  미수투자신탁위탁자수수료 2,139,258 1,812,674

  미수투자일임수수료 116,128 959,292

  미수투자자문수수료 29,668 56,093

  기타미수수수료 569,952 488,627

  미수이자 13,688 56,277

소 계 2,868,694 3,372,963

보증금 - 금융자산 578,117 561,285

선급비용 - 비금융자산 130,538 161,501

합 계 3,577,349 4,095,749

10.2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미지급금 - 금융부채 12,143 -

미지급비용 - 금융부채 1,252,924 1,349,978

미지급비용 - 비금융부채 2,102,723 2,940,621

제세금예수금 - 비금융부채 184,511 146,908

합 계 3,552,301 4,43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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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익잉여금

11.1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이익준비금 5,000,000 5,000,000

대손준비금 16,865 20,654

미처분이익잉여금 10,265,887 12,887,446

합 계 15,282,752 17,908,100

11.2 대손준비금

11.2.1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16,865 20,654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2,521) (3,789)

대손준비금 잔액 14,344 16,865

11.2.2 대손준비금 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대손준비금 환입액 (2,521) (239)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1) 777,174 1,922,748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단위: 원) 389 961

(주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

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

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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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배당금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 3,400백만원은 2015년 3월

에 지급되었습니다(전기 지급액: 7,500백만원).

12. 영업수익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수수료수익:

  위탁자보수 9,271,899 9,745,483

  투자일임수수료수익 721,118 1,847,537

  투자자문수수료수익 208,190 352,464

  기타수수료수익 2,254,808 1,544,662

소계 12,456,015 13,490,146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152,611 272,199

소계 152,611 272,199

외환거래이익:

  외환차익 57,171 36,938

  외화환산이익 221 -

소계 57,392 36,938

합계 12,666,018 13,79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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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비용

13.1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수수료비용:

  투자자문수수료비용 6,892 11,149

  위탁업무수수료비용 4,348,543 4,785,947

  기타지급수수료비용 230,006 113,544

소계 4,585,441 4,910,640

외환거래손실:

  외환차손 97,581 46,166

  외화환산손실 - 48,007

소계 97,581 94,173

판매관리비: 7,004,332 6,346,193

기타의 영업비용: 2,860 4,246

합계 11,690,214 11,355,252

13.2 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급여 3,632,837 3,369,722

퇴직급여 306,623 255,836

복리후생비 340,839 332,313

판매부대비 251,906 289,041

광고선전비 22,770 18,049

공고비 2,539 2,553

여비교통비 34,487 60,033

통신비 10,868 11,931

전산운용비 38,553 43,917

세금과공과 115,142 109,698

업무위탁수수료 47,716 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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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지급임차료 495,133 470,499

용역비 1,240,540 848,334

감가상각비 106,049 124,231

접대비 28,598 25,778

인쇄비 1,436 737

차량유지비 39,254 38,618

소모품비 16,873 12,415

수선유지비 20,156 19,962

보험료 77,816 107,086

조사연구비 161,439 155,096

연수비 4,949 1,271

잡비 7,809 7,468

합계 7,004,332 6,346,193

14. 영업외수익 및 비용

14.1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기타 83 35

14.2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기부금 300 2,075

기타 1,833 135

합계 2,13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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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5.1 회사의 고유자산과 별도로 운영관리하는 신탁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펀드수 원본액 펀드수 원본액

주식형 16 2,356,213,670 15 1,902,768,567

채권형 1 348,567 1 359,124

혼합형 6 100,665,301 6 28,388,550

재간접투자신탁 12 326,846,978 10 321,066,901

계 35 2,784,074,516 32 2,252,583,142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

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은 21%(전반기 :  21%) 입니다.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7.1 특수관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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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업은 Schroders Plc.입니다.

(2) 당사와 수익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기타 특수관계자

구분 회사명

기타특수관계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 18 -



17.2 수익 및 비용 등 거래

(1)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수익 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지배기업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808,338 3,480,263 95,367

기타

특수관계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204,938 875,172 286,728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 - 98,960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 1,151,044 224,494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298,679 - 397,251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 - 11,350

합 계 2,462,999 4,579,929 889,656

(2)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수익 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지배기업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481,053 3,947,432 126,548 -

기타

특수관계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367,753 849,663 231,140 1,775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 - 96,951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 621,469 109,091 -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426,853 - 291,214 -

합 계 1,897,128 4,906,186 745,853 1,775

17.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지배기업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281,343 674,746 12,143

기타

특수관계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55,301 195,964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 17,052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 214,910 40,208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48,066 71,139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 11,350 -

합 계 599,620 1,010,459 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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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지배기업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314,318 616,422

기타

특수관계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44,333 187,914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 17,842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 126,992 29,775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59,077 383,525

합 계 544,720 1,235,478

회사의 지배회사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며, 최상위 지배회

사는 Schroders Plc.입니다.

17.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급여, 상여 및 퇴직급여 1,144,806 1,24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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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금흐름표

18.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

치합니다.

18.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반기 2014년 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 반기순이익 973,753 2,441,856

조정 :

  이자수익 (152,611) (272,199)

  외화환산이익 (221) -

  외화환산손실 - 48,007

  감가상각비 106,049 124,231

  복구충당부채전입액 2,860 2,751

소계 (43,923) (97,210)

순운전자본의 변동 :

  기타자산의 감소 492,643 37,417

  기타부채의 감소 (884,985) (1,566,737)

  소계 (392,342) (1,529,32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37,488 8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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