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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수익자및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귀중 2009년2월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 투자신탁의 2008년 11월 23일과

200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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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2008년 11월 23일과 200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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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2008년11월23일현재

제2기2007년11월23일현재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 기 제2(전)기

자 산

운용자산 10,129,197,510 27,766,184,061

현금및예치금 48,549,710 64,009,944

예치금(주석3) 48,549,710 64,009,944

대출채권 698,100,000 941,161,317

콜론(주석3) 698,100,000 941,161,317

유가증권 9,382,547,800 26,761,012,800

지분증권 (주석4) 9,382,547,800 26,761,012,800

기타자산 582,389 55,084,138

미수이자 582,389 1,058,13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54,026,000

자 산 총 계 10,129,779,899 27,821,268,199

부 채

기타부채 52,526,983 44,683,123

해지미지급금 50,317,401 42,466,541

수수료미지급금 2,209,582 2,216,582

부 채 총 계 52,526,983 44,683,123

자 본

원본 (주석5, 9)
(총좌수:
당기11,845,791,561좌
전기19,612,027,263좌)
(1,000좌당기준가격:

당기: 850.70원
전기: 1,416.30원)

11,845,791,561 19,612,027,263

이익잉여금 (결손금) (1,768,538,645) 8,164,557,813

자 본 총 계 10,077,252,916 27,776,585,0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129,779,899 27,821,268,199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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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3기2007년11월24일부터 2008년11월23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4일부터 2007년11월23일까지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과 목 제3(당) 기 제2(전) 기

운용수익(손실) (7,079,134,486) 20,383,764,947

투자수익 454,304,631 2,041,871,433

이자수익 60,808,981 69,246,873

배당금수익 393,495,650 1,972,624,560

매매차익과평가차익 1,299,304,709 24,660,702,408

지분증권매매차익 1,213,105,651 19,880,657,480

지분증권평가차익 86,179,096 4,779,802,729

기타거래차익 19,962 242,199

매매차손과평가차손 8,832,743,826 6,318,808,894

지분증권매매차손 5,228,683,591 5,082,119,475

지분증권평가차손 3,603,798,370 1,236,386,437

기타거래차손 261,865 302,982

운용비용 2,200,000 2,200,000

기타비용 2,200,000 2,200,000

당기순이익(손실) (7,081,334,486) 20,381,564,947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7) (469.07) 279.68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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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3기2007년11월24일부터 2008년11월23일까지

제2기2006년11월24일부터 2007년11월23일까지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6.11.24 109,351,884,862 12,856,255,784 122,208,140,646

추가모집 6,905,996,113 6,905,996,113

해지환급액 (96,645,853,712) (96,645,853,712)

당기순이익 20,381,564,947 20,381,564,947

설정조정금 1,545,934,769 1,545,934,769

해지조정금 (26,619,197,687) (26,619,197,687)

현금분배금 - -

(총좌수: 19,612,027,263좌)
(1,000좌당기준가격:1,416.30원)

2007.11.23

19,612,027,263 8,164,557,813 27,776,585,076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7.11.24 19,612,027,263 8,164,557,813 27,776,585,076

추가모집 3,495,182,079 3,495,182,079

해지환급액 (11,261,417,781) (11,261,417,781)

당기순이익 (7,081,334,486) (7,081,334,486)

설정조정금 1,304,567,535 1,304,567,535

(해지조정금) () 4,156,329,507 4,156,329,507

현금분배금 - -

(총좌수:11,845,791,561좌)
(1,000좌당기준가격: 850.70원)

2008.11.23 11,845,791,561 (1,768,538,645) 10,077,252,916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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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11월23일현재

슈로더코리아알파주식형모투자신탁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 (이하"투자신탁")은 2005년 11월 24일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

자신탁으로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

사와 수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외국주식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자산유동화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금리스왑거

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 또는 외

국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

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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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또한,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신탁약관 제22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

습니다.

(3) 지분증권의 평가

지분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는 최근 종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비상장 지분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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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평가이익 또는 지분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

하고 있습니다.

(4)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39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

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설정조정금 및 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하

는 날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 산출하고 이중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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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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합니다.

(7)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8)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5년 11월 24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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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예치금 및 콜론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 행 명 당기 전기

원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48,550 64,010

콜 론 〃 698,100 941,161

합 계 746,650 1,005,171

4.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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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00640003 6,000 527,039 530,400

KR7000720003 3,000 234,860 140,850

KR7000810002 1,000 195,578 185,000

KR7001800002 4,000 630,188 586,000

KR7003490000 10,092 530,497 349,688

KR7004170007 1,000 587,819 396,000

KR7004940003 50,000 466,288 276,500

KR7005380001 10,000 644,809 459,000

KR7005382007 10,000 191,426 166,500

KR7005490008 1,000 537,005 301,500

KR7005930003 2,000 1,117,699 884,000

KR7009540006 3,000 862,455 430,500

KR7012330007 6,000 526,763 441,000

KR7012750006 4,000 224,042 202,400

KR7016360000 6,000 410,024 343,800

KR7017670001 1,340 327,957 283,410

KR7033780008 1,500 112,101 123,000

KR7034220004 10,000 260,179 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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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평가액

KR7035250000 10,000 192,579 112,000

KR7037620002 4,100 562,902 231,650

KR7066570003 10,000 1,008,226 777,000

KR7079160008 10,000 156,276 143,500

KR7090430000 900 536,493 594,000

KR7096770003 8,500 1,068,412 492,150

KR7103150009 2,000 381,588 396,000

KR7105560007 5,000 255,536 125,000

KR7072870009 1,500 351,427 212,700

합 계 12,900,168 9,3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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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KR7000810002 2,135 308,508 429,135

KR7000830000 4,750 368,904 285,475

KR7001800002 970 341,231 266,750

KR7002380004 1,130 331,895 570,650

KR7002550002 16,960 300,296 362,944

KR7003490000 8,012 287,913 519,979

KR7003690005 23,240 244,020 296,310

KR7004150009 28,790 417,455 477,914

KR7004170007 1,570 846,230 1,055,040

KR7004940003 72,410 954,295 970,294

KR7004990008 210 308,114 298,200

KR7005380001 8,090 546,476 578,435

KR7005490008 2,880 819,360 1,609,920

KR7005930003 4,710 3,028,876 2,623,470

KR7005940002 13,650 271,635 320,775

KR7009540006 2,830 1,283,713 1,105,115

KR7010140002 24,530 583,283 976,294

KR7012630000 3,600 198,720 257,400

KR7015760002 9,530 379,353 359,281

KR7016360000 6,760 368,420 575,276

KR7017670001 2,590 595,463 62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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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수량/주수 취득원가 장부가액

KR7017800004 2,810 294,478 300,670

KR7021240007 13,740 354,492 388,842

KR7030000004 2,210 497,250 593,385

KR7033780008 9,030 533,673 692,601

KR7047040001 38,121 783,387 991,146

KR7051910008 6,540 497,389 588,600

KR7053000006 28,460 561,830 485,243

KR7055550008 14,580 668,345 687,447

KR7060000007 9,960 747,116 622,500

KR7066570003 7,860 496,497 738,840

KR7068870005 5,190 233,022 324,375

KR7069960003 4,330 340,664 463,310

KR7071050009 4,780 276,337 308,310

KR7078000007 58,000 545,865 483,720

KR7090430000 396 199,980 273,240

KR7092200005 6,699 399,693 240,494

KR7095720009 14,990 263,918 242,089

KR7096770003 3,580 554,503 628,290

KR7097950000 1,149 126,936 304,485

KR7012650008 15,160 270,091 328,972

KR7025320003 38,790 321,984 395,657

KR7035420009 3,260 344,256 778,162

KR7039130000 7,030 423,909 467,495

KR7058610007 78,209 319,379 305,015

KRU058610005 31,283 127,749 122,004

KR7080160005 9,968 250,695 438,094

합 계 23,217,598 26,761,013

5. 원본액

당기 말 현재 발행좌수는 11,845,791,561좌 (전기: 19,612,027,263좌)이며, 1,000좌

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11,845,791,561원 (전기: 19,612,027,263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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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분배금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신탁약관 제42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의 분배는 투자신탁계약기

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 좌당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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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7,081,334,486) 20,381,564,947

가중평균유통좌수 15,096,390,891좌 72,875,550,611좌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469.07) 2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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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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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당 기 전 기

과세 대상 손익 301,062,151 464,249,518

공 통 비 용 (2,200,000) (2,200,000)

과세대상이월잉여금 476,143,954 326,259,825

과세대상 소득금액 775,006,105 788,309,343

당기순이익(손실) (7,081,334,486) 20,381,564,947

9.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 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 기 전 기

Ⅰ.대차대조표자산 10,129,779,899 27,821,268,199

Ⅱ.대차대조표부채 52,526,983 44,683,123

계 10,077,252,916 27,776,585,076

Ⅲ.신탁안정조정금 - -

Ⅳ.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10,077,252,916 27,776,585,076

Ⅴ.수익증권의총좌수 11,845,791,561 19,612,027,263

Ⅵ.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850.70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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