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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9년2월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코리아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2008년 11월 20일과 2007

년 11월 2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

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

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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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2008

년 11월 20일과 2007년 11월 2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

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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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2008년11월20일현재

제2기2007년11월20일현재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 기 제2(전) 기

자 산

운용자산 27,829,928,255 37,802,291,979

현금및예치금 61,829,321 245,194,874

예치금(주석3) 59,588,070 232,774,874

증거금(주석4) 2,241,251 12,420,000

대출채권 791,860,000 2,769,100,000

콜론(주석3) 791,860,000 2,769,100,000

유가증권 26,976,238,934 34,787,997,105

채무증권 (주석5) 26,976,238,934 34,787,997,105

기타자산 303,906,550 369,782,648

미수이자 266,666,720 321,586,538

선납원천세 37,239,830 47,496,110

정산미수금(주석6) - 700,000

자 산 총 계 28,133,834,805 38,172,074,627

부 채

기타부채 6,522,513 13,649,628

미지급원천세 4,217,770 2,344,128

수수료미지급금 2,304,743 11,305,500

부 채 총 계 6,522,513 13,649,628

자 본

원본 (주석7, 11)
(총좌수:
당기: 24,472,633,052좌
전기: 35,024,754,349좌)

(1,000좌당기준가격:
당기: 1,149.34원
전기: 1,089.47원)

24,472,633,052 35,024,754,349

이익잉여금 3,654,679,240 3,133,670,650

자 본 총 계 28,127,312,292 38,158,424,99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133,834,805 38,172,074,627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 2 -



손익 계산서

제3기2007년11월21일부터 2008년11월20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1일부터 2007년11월20일까지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 기

운용수익 1,974,115,104 1,923,349,501

투자수익 1,941,405,004 2,213,930,154

이자수익 1,941,405,004 2,213,930,154

매매차익과평가차익 1,146,113,478 238,050,253

파생상품매매차익 432,370,000 95,200,000

채무증권매매차익 668,607,867 142,359,544

채무증권평가차익 45,135,611 490,709

매매차손과평가차손 1,113,403,378 528,630,906

파생상품매매차손 564,090,000 95,270,000

채무증권매매차손 468,604,935 352,618,369

채무증권평가차손 80,708,443 80,742,537

운용비용 4,307,840 4,835,260

기타비용 4,307,840 4,835,260

당기순이익 1,969,807,264 1,918,514,241

1,000좌당순이익(주석9) 60.09원 44.41원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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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3기2007년11월21일부터 2008년11월20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1일부터 2007년11월20일까지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6. 11. 21 48,180,898,802 2,169,199,462 50,350,098,264

추가모집 21,782,473,170 21,782,473,170

해지환급액 (34,938,617,623) (34,938,617,623)

당기순이익 1,918,514,241 1,918,514,241

설정조정금 1,426,707,658 1,426,707,658

해지조정금 (2,380,750,711) (2,380,750,711)

현금분배금 - -

(총좌수: 35,024,754,349좌)
(1,000좌당기준가격: 1,089.47원)

2007.11.20 35,024,754,349 3,133,670,650 38,158,424,999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11.21 35,024,754,349 3,133,670,650 38,158,424,999

추가모집 15,765,541,436 15,765,541,436

해지환급액 (26,317,662,733) (26,317,662,733)

당기순이익 1,969,807,264 1,969,807,264

설정조정금 1,649,758,633 1,649,758,633

해지조정금 (3,098,557,307) (3,098,557,307)

현금분배금 - -

(총좌수: 24,472,633,052좌)
(1,000좌당기준가격: 1,149.34원)

2008.11.20 24,472,633,052 3,654,679,240 28,127,312,292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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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11월20일현재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코리아 채권형 모투자신탁(이하"투자신탁")은 2005년 11월 21일 간접투자자

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

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금리스왑

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 등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

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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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

습니다.

(3) 채무증권의 평가

투자신탁은 유가증권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3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상장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채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평가기관으로 지

정하는 자 중에서 2이상의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

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채권시

가평가기준수익률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설치·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

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의 평가손익은 채무증권

평가이익 또는 채무증권 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39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

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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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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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6)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2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합니다.

(7) 선물거래의 평가

선물거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일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로

인한 평가손익(정산손익)을 파생상품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매매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9)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5년 11월 21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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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과 목 은 행 명 당 기 전 기

원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59,588 232,775

콜 론 ㈜한국씨티은행 791,860 2,769,100

합 계 851,448 3,001,875

4. 증거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회 사 명 당 기 전 기

증거금 국민선물 170 10,140

" JP모간선물 2,071 2,280

합 계 2,241 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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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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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취득원가 공정가액(주1) 장부가액 신용등급 만 기

국민주택1종08-03 1,070,572 1,048,339 1,048,339 RF 2013-03-31

국민주택1종08-05 1,410,340 1,389,668 1,389,668 RF 2013-05-31

통안44-703-2-23 6,516,110 6,506,345 6,506,345 RF 2010-01-23

통안44-743-2-24 5,363,542 5,356,461 5,356,461 RF 2010-09-24

통안44-705-2-30 3,377,395 3,390,736 3,390,736 RF 2010-01-30

통안44-733-2-22 3,686,249 3,693,215 3,693,215 RF 2010-07-22

산금08신할0100-0402-1 568,775 568,840 568,840 AAA 2009-04-02

산금08신이0106-0821-5 4,999,569 5,022,635 5,022,635 AAA 2010-02-21

합 계 26,992,552 26,976,239 26,976,239

(주1) 상기 공정가액에는 미수이자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채무증권 중 200,000천원(액면가액)상당액은 파생매매와 관련된 대용증

권으로써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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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취득원가 공정가액(주1) 장부가액 신용등급 만 기

통안43-703-2-24 198,883 198,908 198,908 RF 2009-01-24

통안43-707-2-28 8,445,475 8,432,533 8,432,533 RF 2009-02-28

기업은행(신)0705할1A-29 3,802,260 3,793,643 3,793,643 AAA 2008-5-29

통안43-705-2-14 198,920 198,697 198,697 RF 2009-02-14

통안43-709-2-14 4,461,738 4,462,204 4,462,204 RF 2009-03-14

통안43-747-2-14 6,000,000 5,978,707 5,978,707 RF 2009-11-14

통안43-725-2-27 3,989,603 3,979,159 3,979,159 RF 2009-06-27

통안43-2-2-13 4,510,128 4,487,154 4,487,154 RF 2009-07-13

통안42-731-2-26 1,892,515 1,893,827 1,893,827 RF 2008-07-26

기업은행(단)0709할182A-13 1,362,696 1,363,165 1,363,165 AAA 2008-03-13

합 계 34,862,218 34,787,997 34,787,997

(주1) 상기 공정가액에는 미수이자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채무증권 중 200,000천원(액면가액)상당액은 파생매매와 관련된 대용증

권으로써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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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상품

당기 말 현재 선물계약은 없으며, 전기 말 현재 선물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 류 계약수
미결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국채선물(07-12월물) 10 1,067,133 2,533 1,833 700

7. 원본액

당기 말 현재 발행좌수는 24,472,633,052좌 (전기:35,024,754,349좌)이며, 1,000좌

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24,472,633,052원 (전기 : 35,024,754,349원)입

니다.

8. 이익분배금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신탁약관 제42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의 분배는 투자신탁계약기

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 1,000좌당 당기순이익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1,000좌당 당기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당 기 순 이 익 1,969,807,264 1,918,514,241

가중평균유통좌수 32,779,263,429좌 43,195,756,645좌

1,000좌당당기순이익 60.09 44.41

- 10 -



10.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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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당 기 전 기

과세대상수익 1,467,308,666 1,558,986,880

과세대상비용 2,200,000 2,200,000

과세대상이월잉여금 2,189,570,574 1,576,883,770

과세대상소득금액 3,654,679,240 3,133,670,650

당기순이익 1,969,807,264 1,918,514,241

11.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Ⅰ.대차대조표자산 28,133,834,805 38,172,074,627

Ⅱ.대차대조표부채 6,522,513 13,649,628

계 28,127,312,292 38,158,424,999

Ⅲ.신탁안정조정금 - -

Ⅳ.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28,127,312,292 38,158,424,999

Ⅴ.수익증권의총좌수 24,472,633,052 35,024,754,349

Ⅵ.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1,149.34 1,0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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