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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9년2월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올인원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의 2008년 11월 9일

과 2007년 11월 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

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

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

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

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

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

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올인원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의 2008년 11월 9일과 2007년 11월 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

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감사보고서는감사보고서일(2009년 2월 9일) 현재로유효한것입니다.따라서감사
보고서일이후이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기간사이에첨부된회사의재무제표에
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이나상황이발생할수도있으며이로인하여이감사
보고서가수정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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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대차 대조표

제3기2008년11월9일현재

제2기2007년11월9일현재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 기

자 산

운용자산 5,344,293,114 17,712,183,873

현금및예치금 213,154,410 604,468,045

예치금(주석3) 39,172,748 192,341,030

증거금(주석4) 173,981,662 412,127,015

대출채권 671,790,000 1,874,672,625

콜론(주석3) 671,790,000 1,874,672,625

유가증권 4,459,348,704 15,233,043,203

수익증권(주석5) 4,459,348,704 15,233,043,203

기타자산 11,946,638 163,469, 443

미수이자 366,638 500,558

정산미수금(주석 6) 11,580,000 147,070,905

미수배당금 - 2,126,310

선납원천세 - 13,771,670

자 산 총 계 5,356,239,752 17,875,653,316

부 채

기타부채 51,683,470 2,884,780,601

정산미지급금(주석6) - 7,560,000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9) - 1,647,068,314

해지미지급금 18,705,898 1,132,648,607

수수료미지급금(주석7) 32,977,572 97,503,680

부 채 총 계 51,683,470 2,884,780,601

자 본

원본(주석8, 12)
(총좌수:
당기: 6,423,619,743좌
전기: 14,990,872,715좌)

(1,000좌당기준가격 :
당기: 825.79원
전기: 1,000.00원)

6,423,619,743 14,990,872,715

이익잉여금(결손금) (1,119,063,461) -

자 본 총 계 5,304,556,282 14,990,872,71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356,239,752 17,875,653,316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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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3기2007년11월10일부터 2008년11월9일까지

제2기2006년11월10일부터 2007년11월9일까지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운용수익 (손실) (1,035,679,978) 6,214,704,123

투자수익 40,328,189 313,185,760

이자수익 34,269,358 191,948,952

배당금수익 6,058,831 102,730,219

수수료수익 - 18,506,589

매매차익과평가차익 6,364,310,028 15,213,285,804

파생상품매매차익 3,431,820,000 7,841,274,637

수익증권매매차익 - 3,645,609,557

채무증권매매차익 - 5,221,432

수익증권평가차익 74,987,768 3,346,941,575

외환거래차익 2,857,296,252 294,326,835

기타거래차익 206,008 79,911,768

매매차손과평가차손 7,440,318,195 9,311,767,411

파생상품매매차손 5,218,512,000 8,193,123,123

수익증권매매차손 1,224,367,133 164,407,972

채무증권매매차손 - 16,370,981

수익증권평가차손 997,289,409 26,647,398

외환거래차손 - 910,836,537

기타거래차손 149,653 381,430

운용비용 (주석7) 223,817,159 975,219,118

운용수수료 93,239,307 398,294,645

판매수수료 122,274,506 527,156,905

수탁수수료 5,094,592 21,964,698

기타비용 3,208,754 27,802,870

당기순이익(손실) (1,259,497,137) 5,239,485,005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10) (120.98)원 119.29원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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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3기2007년11월10일부터 2008년11월9일까지

제2기2006년11월10일부터 2007년11월9일까지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6.11.10 80,603,898,925 80,603,898,925

추가모집 5,279,397,776 5,279,397,776

해지환급액 (70,892,423,986) (70,892,423,986)

당기순이익 5,239,485,005 5,239,485,005

설정조정금 49,930,886 49,930,886

해지조정금 (3,642,347,577) (3,642,347,577)

현금분배금 (1,647,068,314) (1,647,068,314)

(총좌수:14,990,872,715좌)

(1,000좌당기준가격: 1,000.00원)

2007.11.9 14,990,872,715 - 14,990,872,715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11.10 14,990,872,715 14,990,872,715

추가모집 1,552,735,507 1,552,735,507

해지환급액 (10,119,988,479) (10,119,988,479)

당기순이익(손실) (1,259,497,137) (1,259,497,137)

설정조정금 (1,830,585) (1,830,585)

해지조정금 142,264,261 142,264,261

현금분배금 - -

(총좌수: 6,423,619,743좌)

(1,000좌당기준가격: 825.79원)

2008.11.9 6,423,619,743 (1,119,063,461) 5,304,556,282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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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11월9일현재

슈로더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올인원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이하"투자신탁")은 2005년 11월 10일 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

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채권 및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

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

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간접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 주식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5% 이하,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5% 이

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자산유동화채권에의 투자는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적용하여 작성되

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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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수익

투자신탁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부분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신탁약관 제23조에 의하여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별로 1년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5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 전액 투

자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기타

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채무증권의 평가

투자신탁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채권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 부터 소급

하여 계속 3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상장채권)은 평가일

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

가격평가기관 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

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이

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 부도채

권등에 대하여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가 설치,운용하는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의 평가손익은 채무증권평가이

익 또는 채무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수익증권의 평가

수익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는 최근 종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비상장 수익증권의 평가는

위탁회사가 인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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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공된 가격이 일상의 거래관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가 설치·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수익증권평가이익 또는 수익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

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의 거래

선물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

표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 최근 일자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익(정산손익)은

파생상품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매매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6)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의하여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일반사

무관리회사에 대해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재

산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각각 연 0.90

%, 1.20%, 0.05%, 0.02%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

다 보수로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 보수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각각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

수료 및 기타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설정조정금 및 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하

는 날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 산출하고 이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본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에서 원본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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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8)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에 분배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

고 있습니다.

(9) 외화표시 자산부채 평가

회사는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은 당해 연도 수익 및 비용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11)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5년 11월 10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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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론 및 예치금

(1) 당기말 현재 콜론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 행 명 외 화 금 액

콜 론 (주)한국씨티은행 - 671,790

원화예치금 〃 - 38,914

외화예치금 〃 EUR 99 167

〃 JPY 721 10

〃 USD 62 82

합 계 710,963

(2) 전기말 현재 콜론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 행 명 외 화 금 액

콜 론 ㈜한국씨티은행 1,874,673

원화예치금 〃 - 139,570

외화예치금 〃 EUR 0.57 1

〃 JPY 250.00 2

〃 USD 58,191,35 52,768

합 계 2,06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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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금

(1) 당기 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과 목 회 사 명 금 액

증 거 금 동양선물㈜ 173,982

(2) 전기 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과 목 은 행 명 금 액

증 거 금 삼성선물㈜ 412,127

5. 수익증권

(1)당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LU0134335420 21,384 214,240 238,740

LU0134335933 16,437 196,474 238,289

LU0134333219 27,839 315,909 437,984

LU0134333649 23,893 215,950 254,948

LU0134334290 14,496 315,111 478,097

LU0134339091 12,429 89,127 119,906

LU0188437817 5,962 86,853 94,042

LU0188439946 30,764 444,903 470,107

LU0189894412 8,478 198,474 237,133

LU0203347116 4,797 607,033 616,708

LU0205194011 1,050 180,531 152,861

LU0215106534 21,435 306,126 313,023

LU0216556869 8,977 212,286 147,192

LU0232508886 707 135,706 123,364

LU0240878750 510 58,557 53,230

LU0269906615 1,589 178,504 155,295

LU0319797063 637 56,032 53,479

- 10 -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LU0326949186 2,696 294,239 250,192

US784263V1070 258 14,781 24,759

합 계 4,120,836 4,459,349

(2)전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LU0134338101 3,001 78,902 115,732

LU0134346039 36,645 627,669 712,030

LU0134341154 143,663 132,780 97,467

LU0134333219 116,193 1,313,323 1,376,052

LU0134333649 50,340 441,123 796,556

LU0134334290 58,919 1,267,188 1,378,981

LU0134339091 94,327 676,400 665,469

LU0134341402 35,196 285,682 480,964

LU0134342988 77,579 1,149,168 1,139,648

LU0188437817 12,719 185,283 319,948

LU0188439946 82,211 1,139,388 1,610,263

LU0189894412 33,696 788,855 812,466

LU0203243844 6,289 415,964 414,597

LU0203347116 17,621 2,207,648 2,709,300

LU0205194011 801 95,565 115,575

LU0215106534 77,142 1,068,461 1,275,929

LU0269906615 6,443 723,946 791,662

US8633071043 5,638 323,012 420,404

합 계 12,920,357 15,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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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상품

(1) 당기 말 현재 파생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약수
미결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8-12달러선물 39 2,669,428 95,428 93,088 2,340

2008-11유로선물 8 682,840 8,000 (1,240) 9,240

3,352,268 103,428 91,848 11,580

(2) 전기 말 현재 파생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약수
미결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7-12유로선물 170 7,899,990 190,400 43,329 147,071

2007-12달러선물 27 1,713,555 (89,775) (82,215) (7,560)

9,613,455 100,625 (38,886) 13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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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기 및 전기 중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미지급보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처 당 기 전 기

자산운용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3,351 39,267

판매회사 ㈜한국씨티은행 17,802 52,357

수탁회사 〃 742 2,182

일반사무관리회사 아이타스㈜ 297 873

32,192 94,679

당기 중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투자신탁수

수료는 각각 93,239천원과 122,275천원과 5,095천원과 2,038천원 (전기: 각각 398,

295천원과 527,160천원과 21,964천원과 8,786천원) 입니다.

8.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6,423,619,743 좌 (전기: 14,990,872,715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6,423,619,743(전기: 14,990,872,715원)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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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익분배금

(1) 당기 말 현재 신탁약관에 따른 이익분배가능금액은 없으며, 전기 말 현재 신탁약

관에 따른 이익분배가능금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전 기

분배가능이익 1,647,068,314

공제항목 -

당기분배가능액 1,647,068,314

이익분배금 1,647,068,314

수익증권좌수 14,990,872,715

1,000좌당 분배금 109.87

(2) 전기 말 현재 상기 분배가능이익은 전액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

분배금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기

분배예정액 1,647,068,314 원

발행좌수 14,990,872,715 좌

1,000좌당금액 1,000 원

분배율 10.99 %

(3) 전기 말 현재 투자신탁의 분배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전 기

분배전 1,000좌당 기준가격 1,109.87

1,000좌당 이익분배금 109.87

분배수익율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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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1,259,497,137) 5,239,485,005

가중평균유통좌수 10,411,099,103좌 43,922,664,609좌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120.98) 119.29

11.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과세 대상 손익 (895,246,302) 2,607,372,721

공 통 비 용 223,817,159 960,304,407

과세대상소득금액 (1,119,063,461) 1,647,068,314

당기순이익(손실) (1,259,497,137) 5,239,4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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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및 전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Ⅰ.대차대조표자산 5,356,239,752 17,875,653,316

Ⅱ.대차대조표부채 51,683,470 2,884,780,601

계 5,304,556,282 14,990,872,715

Ⅲ.신탁안정조정금 - -

Ⅳ.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5,304,556,282 14,990,872,715

Ⅴ.수익증권의총좌수 6,423,619,743 14,990,872,715

Ⅵ.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825.7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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