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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

수익자 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귀중 2009년 5월 29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의 20

09년 4월 7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

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

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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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의 2009년 4월 7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본의 변동내역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 감사보고서는감사보고서일(2009년 5월 29일) 현재로 유효한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이후이 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 기간사이에첨부된회사의재무제표에

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사건이나상황이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감사

보고서가수정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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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무 상태표

제1기2008년04월07일현재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A) (단위: 원)

과 목 제1(당)기

자 산

운용자산 16,605,719,809

현금및예치금 2,299,452,712

예치금 (주석3) 920,682,652

증거금 (주석4) 1,378,770,060

유가증권 14,306,267,097

수익증권(주석5) 14,306,267,097

기타자산 779,183,108

미수금 778,927,804

미수이자 255,304

자 산 총 계 17,384,902,917

부채

기타부채 296,032,936

정산미지급금 (주석6) 90,016,000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9) 6,675,247

해지미지급금 120,268,243

수수료미지급금(주석7) 79,073,446

부 채 총 계 296,032,936

자 본

원본 (주석8)
(총좌수: 34,383,339,009)
(1,000좌당기준가격:(주석12)

종류A: 497.39원
종류B : 494.13원
종류C-e: 494.77원
종류F : 1,000.00원)

34,383,339,009

이익잉여금 (결손금) (17,294,469,028)

자 본 총 계 17,088,869,9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384,902,917

별첨 주석은 본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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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 1기 2008년 04월08일부터 2009년 04월 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 (단위 : 원)

과 목 제1(전) 기

운용수익(손실) (22,345,066,203)

투자수익 58,294,905

이자수익 56,279,468

수수료수익 2,015,437

매매차익과평가차익 44,069,723,735

수익증권매매차익 2,998,111,738

파생상품매매차익 9,473,480,000

외환거래차익 31,598,131,371

기타거래차익 626

매매차손과평가차손 66,473,084,843

수익증권매매차손 12,055,005,329

수익증권평가차손 6,833,263,972

파생상품매매차손 12,357,897,000

외환거래차손 35,226,677,000

기타거래차손 241,542

운용비용(주석7) 471,389,519

운용수수료 187,331,639

판매수수료 262,477,983

수탁수수료 12,488,287

기타비용 9,091,610

당기순이익(손실) (22,816,455,722)

1,000좌당순이익(손실) (주석10) 종류A: (720.30)원
종류B: (737.78)원
종류C-e: (681.12)원
종류F: 364.85원

별첨 주석은 본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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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변동표

제 1기 2008년 04월08일부터 2009년 04월 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 (단위 : 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8.04.06(설정일) - - -

추가모집 44,091,393,412 44,091,393,412

해지환급액 (9,708,054,403) (9,708,054,403)

당기순이익 (손실) (22,816,455,722) (22,816,455,722)

설정조정금 1,773,157,123 1,773,157,123

해지조정금 3,755,504,818 3,755,504,818

현금분배금 (6,675,247) (6,675,247)

2009.04.07 34,383,339,009 (17,294,469,028) 17,088,869,981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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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 04월 07일 현재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이머징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 종류형 투자신탁 -자(A) (이하 "투

자신탁")은 2008년 4월 8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

신탁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을 각각 자산운용회사와 수

탁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 관

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수익

자는 해외 주식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제금

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 종의 수익증권(종류 A, 종

류 C, 종류 C-e, 종류 F, 및 종류 I)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

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 말 현재 종류 I의

설정분은 없습니다.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모의 수익증권에의 투자

는 100%이하로 합니다. 또한,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하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관련 장내파상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5%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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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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가능한 부분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신탁약관 제23조에 의하여 수익자가 수익증권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를 청구한 수

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별로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받

아 전액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해 발생하는 환매수수

료는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증권의 평가

수익증권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

재 종가가 없는 경우는 최근 종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비상장수익증권의 평가는

위탁회사가 인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가정보시스템

이 제공하는 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공된 가격이 일상의 거래관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가 설치·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한평가손익을 수익증권평가이익 또는 수익증권평가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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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상품의 거래

선물거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기

간종료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 최근 일자의 선물정산가격에 의하여 평가

하고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

거금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익

은 파생상품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매매손실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

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

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신탁재

산으로 구성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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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보수로 계상하고 보수계산

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에 보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의해 발

생하는 비용은 각각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및 기타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정과목 종류 A 종류C 종류C-e 종류F 종류I

자산운용 회사 운용수수료 0.90% 0.90% 0.90% 0.90% 0.90%

판 매 회 사 판매수수료 1.10% 1.70% 1.60% 0.05% 0.30%

수 탁 회 사 수탁수수료 0.06% 0.06% 0.06% 0.06% 0.06%

일반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0.02% 0.02% 0.02%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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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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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8)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자산운용회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9)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

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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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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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정과목 은 행 명 당 기

원화예치금 (주)한국씨티은행 920,683

4. 증거금

당기말 현재 증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과목 은 행 명 당 기

원화증거금 농협선물(주) 514,754

〃 외환선물(주) 864,016

합 계 1,378,770

5. 수익증권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목명 수량 취득원가 장부가액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주식투자신탁-모 20,269,714,484 21,139,531 14,3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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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생상품

당기말 현재 선물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계약수
미결제
약정금액

평 가

계 정산평가손익 미정산평가손익

2009-04달러선물 18 1,270,440 77,940 92,070 (14,130)

2009-05달러선물 29 2,128,385 212,065 230,390 (18,325)

2009-04달러선물 14 972,165 44,665 55,655 (10,990)

2009-05달러선물 67 4,834,960 407,600 454,165 (46,565)

FX23009G5008 500,000 753,450 92,929 - 92,929

FX23009H5011 1,900,000 2,804,115 295,744 - 295,744

FX23009H5012 250,000 370,975 40,925 - 40,925

합계 2,650,128 13,134,490 1,171,868 832,280 339,588

7.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기 중 지급하여야 당기 말 현재 미지급보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1) 수수료비용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 C 종류C-e 종류F 합계

자산운용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36,635,609 49,205,375 1,423,376 67,279 187,331,639

판매회사 (주)한국씨티은행 166,999,283 92,944,099 2,530,948 3,653 262,477,983

수탁회사 〃 9,108,913 3,280,225 94,746 4,403 12,488,287

일반사무관리회사 아이타스㈜ 3,036,191 1,093,275 31,468 1,418 4,162,352

합 계 315,779,996 146,522,974 4,080,538 76,753 466,460,261

(2) 미지급비용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F 합계

자산운용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4,682,878 6,957,933 256,513 49,135 31,946,459

판매회사 (주)한국시티은행 30,168,002 13,142,906 456,151 2,681 43,769,740

수탁회사 〃 1,645,670 463,835 17,073 3,225 2,129,803

일반사무관리회사 아이타스㈜ 548,539 154,581 5,664 1,050 709,834

합 계 57,045,089 20,719,255 735,401 56,091 78,5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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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34,383,339,009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34,383,339,009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종류F 합계

원 본 27,084,065,141 7,001,847,684 276,404,335 21,021,849 34,383,339,009

9. 이익분배금

(1) 당기말 현재 신탁약관에 따른 이익분배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 F

분배가능이익 6,675,247

공제항목 -

당기분배가능액 6,675,247

이익분배금 6,675,247

수익증권좌수 21,021,849

1,000좌당 분배금 317.54

(*) 종류 A, C, 및 C-e 수익증권은 분배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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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 F

분배예정액 6,675,247

발행좌수 21,021,849

1,000좌당금액 1,000

분배율 31.75%

(*) 종류 A, C, 및 C-e 수익증권은 분배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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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말 현재 종류 F의 투자신탁의 분배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 F

분배전 1,000좌당 기준가격 1,317.54

1,000좌당 이익분배금 317.54

분배수익율 24.10%

(*) 종류 A, C, 및 C-e 수익증권은 분배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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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종류F

당기순이익(손실) (16,738,921,715) (5,916,170,873) (166,731,896) 5,368,762

가중평균유통좌수 23,238,946,428 8,018,899,780 244,792,175 14,715,160

1,000좌당당기순이익 (손실) (720.30) (737.78) (681.12) 364.85

11.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손실)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 A 종 류 C 종류 C-e 종류F

과세대상손익 (708,331,903) (145,748,974) (7,147,617) 2,571,625

공통비용 318,747,349 147,748,743 4,167,754 76,753

과세대상소득금액 (1,027,079,252) (293,497,717) (11,315,371) 2,494,872

당기순이익(손실) (16,738,921,715) (5,916,170,873) (166,731,896) 5,36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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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익증권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종류F

Ⅰ.재무상태표자산 13,533,887,262 3,535,016,742 137,493,429 27,753,187

Ⅱ. 재무상태표부채 62,585,785 75,227,735 735,781 6,731,338

계 13,471,301,477 3,459,789,007 136,757,648 21,021,849

Ⅲ. 신탁안정조정금 - - - -

Ⅳ. 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Ⅲ) 13,471,301,477 3,459,789,007 136,757,648 21,021,849

Ⅴ. 수익증권의총좌수 27,084,065,141 7,001,847,684 276,404,335 21,021,849

Ⅵ. 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497.39 494.13 494.7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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