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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브릭스혼합형투자신탁-자(A)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9년2월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 -자(A)의 2008년 11월 20일과

2007년 11월 2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

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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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 -자(A)의

2008년 11월 20일과 2007년 11월 2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

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

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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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로더브릭스혼합형투자신탁-자(A) (단위:원)

과 목 제 3(당) 기 제2(전)기

자 산

운용자산 31,561,839,289 56,489,787,165

현금및예치금 100,413,597 486,204,302

예치금(주석3) 100,413,597 486,204,302

대출채권 1,436,700,000 6,079,780,000

콜론(주석3) 1,436,700,000 6,079,780,000

유가증권 30,024,725,692 49,923,802,863

수익증권(주석4) 30,024,725,692 49,923,802,863

기타자산 925,560,496 602,386,387

미수이자 774,144 2,386,387

미수입금 924,786,352 600,000,000

자 산 총 계 32,487,399,785 57,092,173,552

부 채

기타부채 1,404,121,227 15,474,471,500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7) - 14,576,691,966

해지미지급금 1,225,261,368 661,172,638

수수료미지급금 (주석5) 178,859,859 236,606,896

부 채 총 계 1,404,121,227 15,474,471,500

자 본

원본(주석6, 10)
(총좌수:
당기: 44,094,428,079좌
전기: 41,617,702,052좌)

(1,000좌당기준가격 :
당기: 704.93원
전기: 1,000.00원)

44,094,428,079 41,617,702,052

이익잉여금(결손금) (13,011,149,521) -

자 본 총 계 31,083,278,558 41,617,702,05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2,487,399,785 57,092,173,552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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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3기2007년11월21일부터 2008년11월20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1일부터 2007년11월20일까지

슈로더브릭스혼합형투자신탁-자(A) (단위: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 기

운용수익(손실) (15,074,890,076) 17,376,549,886

투자수익 78,469,221 91,002,548

이자수익 77,694,888 87,919,052

수수료수익 774,333 3,083,496

매매차익과평가차익 6,103,669,987 17,285,944,885

수익증권매매차익 6,103,669,987 4,040,919,241

수익증권평가차익 - 13,245,018,919

기타거래차익 - 6,725

매매차손과평가차손 21,257,029,284 397,547

수익증권매매차손 13,165,942,839 14,830

수익증권평가차손 8,091,086,445 -

기타거래손실 - 382,717

운용비용(주석5) 1,073,076,091 1,120,907,329

운용수수료 407,142,430 425,371,553

판매수수료 624,285,202 652,236,473

수탁수수료 24,428,369 25,522,129

기타비용 17,220,090 17,777,174

당기순이익(손실) (16,147,966,167) 16,255,642,557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8) (283.70)원 321.63원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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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3기2007년11월21일부터 2008년11월20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1일부터 2007년11월20일까지

슈로더브릭스혼합형투자신탁-자(A)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6.11.21 57,591,166,226 - 57,591,166,226

추가모집 35,872,234,644 35,872,234,644

해지환급액 (51,845,698,818) (51,845,698,818)

당기순이익 16,255,642,557 16,255,642,557

설정조정금 4,421,087,451 4,421,087,451

해지조정금 (6,100,038,042) (6,100,038,042)

현금분배금 (14,576,691,966) (14,576,691,966)

(총좌수: 41,617,702,052좌)

(1,000좌당기준가격: 1,000.00원)

2007.11.21 41,617,702,052 - 41,617,702,052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11.21 41,617,702,052 - 41,617,702,052

추가모집 41,754,947,651 41,754,947,651

해지환급액 (39,278,221,624) (39,278,221,624)

당기순이익(손실) (16,147,966,167) (16,147,966,167)

설정조정금 (38,108,811) (38,108,811)

해지조정금 3,174,925,457 3,174,925,457

현금분배금 - -

(총좌수: 44,094,428,079좌)
(1,000좌당기준가격: 704.93원)

2008.11.21 44,094,428,079 (13,011,149,521) 31,083,278,558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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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11월20일현재

슈로더브릭스혼합형투자신탁-자(A)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 - 자(A) (이하"투자신탁")은 2005년 11월 21일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

자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

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기업 및 이러한 국가들과 연관된 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이하 '브릭스주식’ 이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모투

자신탁과 국내 국공채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모투자신탁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자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외국 주식은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

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 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90% 이하, 슈로더 코리아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등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90% 이하,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10% 이하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5 -



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적용하여 작성되

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수익

투자신탁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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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3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 전액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기

타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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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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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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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

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신탁재산으

로 구성되지 아니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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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 1.1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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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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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에 분배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

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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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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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치금 및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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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은 행 명 당 기 전 기

원화예치금 (주)한국씨티은행 100,414 486,204

콜 론 〃 1,436,700 6,079,708

합 계 1,537,114 6,565,912

4. 수익증권

(1) 당기 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좌)

펀드명 보유좌수 취득원가 평가액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14,066,388,094 15,982,452 16,167,026

슈로더브릭스주식형모투자신탁 12,856,201,235 22,133,359 13,857,700

계 38,115,811 30,024,726

- 8 -



(2) 전기 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좌)

펀드명 보유좌수 취득원가 평가액

슈로더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 14,079,908,396 14,803,256 15,339,638

슈로더브릭스주식형모투자신탁 16,200,645,073 21,875,528 34,584,165

계 36,678,784 49,923,803

5.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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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70 89,925

판매회사 ㈜한국씨티은행 104,528 137,884

수탁회사 〃 4,090 5,395

일반사무관리회사 아이타스㈜ 1,818 2,398

178,606 235,602

당기 중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투자신탁수

수료는 각각 407,142천원과 624,285천원과 24,428천원과 10,857천원 (전기: 각각 4

25,372천원과 652,236천원과 25,522천원과 11,343천원)입니다.

6. 원본액

당기 말 현재 발행좌수는 44,094,428,079좌 (전기: 41,617,702,052좌)이며, 1,000좌

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44,094,428,079원 (전기:41,617,702,052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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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익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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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능금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전 기

분배가능이익 14,576,691,966

공제항목 -

당기분배가능액 14,576,691,966

이익분배금 14,576,691,966

수익증권좌수 41,617,702,052

1,000좌당 분배금 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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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기

분배예정액 14,576,691,966 원

발행좌수 41,617,702,052 좌

1,000좌당금액 1,000 원

분배율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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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분배전 1,000좌당 기준가격 1,350.25

1,000좌당 이익분배금 350.25

분배수익율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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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좌당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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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16,147,966,167) 16,255,642,557

가중평균유통좌수 56,919,687,965 좌 50,541,392,806 좌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283.70) 321.63

9.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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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당 기 전 기

과세 대상 손익 14,452,366,580 8,069,165,549

공 통 비 용 1,073,076,091 1,119,714,405

과세대상소득금액 13,379,290,489 6,949,451,144

당기순이익(손실) (16,147,966,167) 16,255,6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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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증권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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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전 기

Ⅰ.대차대조표자산 32,487,399,785 57,092,173,552

Ⅱ.대차대조표부채 1,404,121,227 15,474,471,500

계 31,083,278,558 41,617,702,052

Ⅲ.신탁안정조정금 - -

Ⅳ.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31,083,278,558 41,617,702,052

Ⅴ.수익증권의총좌수 44,094,428,079 41,617,702,052

Ⅵ.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704.9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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