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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B(주식)

(구: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B)

수익자 및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귀중 2010년 6월 7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B (구:슈로더 이머징마

켓 커머디티 주식종류형 투자신탁-자(B))의 2010년 4월 7일 과 2009년 4월 7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

탁 운용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

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

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

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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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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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B

(구: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종류형 투자신탁-자(B))의 2010년 4월 7일과

2009년 4월 7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및 자

본의 변동내역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 감사보고서는감사보고서일(2010년 6월 7일) 현재로 유효한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이후이 보고서를열람하는시점까지의 기간사이에첨부된회사의재무제표에

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사건이나상황이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감사

보고서가수정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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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무 상태표

제 2기 2010년 04월 07일 현재

제 1기 2009년 04월 07일 현재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B(주식)

(구: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B))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 기

자 산

운용자산 11,680,900,454 7,363,103,370

현금및현금성자산 32,536,553 136,975,748

예치금(주석3) 32,536,553 136,975,748

대출채권 76,860,000 -

콜론(주석3) 76,860,000 -

유가증권 11,571,503,901 7,226,127,622

수익증권(주석4) 11,571,503,901 7,226,127,622

기타자산 116,280,507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2,679,599 116,238,247

미수이자 17,347 42,260

자 산 총 계 11,813,597,400 7,479,383,877

부 채

기타부채 672,683,905 96,134,186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7) 539,935,589 -

해지미지급금 71,407,481 56,820,975

수수료미지급금(주석5) 61,340,835 39,313,211

부 채 총 계 672,683,905 96,134,186

자 본

원본(주석6)
(발행좌수
당기: 11,140,913,495좌
전기: 10,553,585,828좌)

(1,000좌당기준가격:(주석10)
당기:종류A 1,000.00원

종류C 1,000.00원
종류C-e 1,000.00원

전기:종류A 701.43원
종류C 697.04원
종류C-e 696.80원)

11,140,913,495 10,553,585,828

이익잉여금(결손금) - (3,170,336,137)

자 본 총 계 11,140,913,495 7,383,249,69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813,597,400 7,479,383,877

별첨 주석은 본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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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제2기2008년04월08일부터 2010년04월07일까지

제1기2008년04월08일부터 2009년04월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B(주식)
(구: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B)) (단위:원)

과 목 제2기(당기) 제1기(전기)

운용수익(손실) 4,029,784,307 (6,379,307,693)

투자수익 2,878,103 12,214,489

이자수익 2,251,565 11,199,224

수수료수익 626,538 1,015,265

매매차익과평가차익 4,052,578,884 778,506,892

수익증권매매차익 559,473,189 778,506,759

수익증권평가차익 3,493,105,695 -

기타이익 - 133

매매차손과평가차손 25,672,680 7,170,029,074

수익증권매매차손 25,643,175 3,036,605,025

수익증권평가차손 - 4,133,372,464

기타거래차손 29,505 51,585

운용비용 (주석5) 238,015,432 223,840,321

운용수수료 91,860,986 83,644,197

판매수수료 137,225,332 130,973,692

수탁수수료 6,123,646 5,575,869

기타비용 2,805,468 3,646,563

당기순이익(손실) 3,791,768,875 (6,603,148,014)

1,000좌당순이익(손실)(주석8) 종류A 340.40
종류C 349.43
종류C-e 269.33

종류A (569.60)
종류C (563.71)
종류C-e (532.23)

별첨 주석은 본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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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2기2008년04월08일부터 2010년04월07일까지

제1기2008년04월08일부터 2009년04월07일까지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B(주식)
(구: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B)) (단위:원)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8.04.08(설정일) - - -

추가모집 16,408,047,399 16,408,047,399

해지환급액 (5,854,461,571) (5,854,461,571)

당기순이익(손실) (6,603,148,014) (6,603,148,014)

설정조정금 2,022,311,026 2,022,311,026

해지조정금 1,410,500,851 1,410,500,851

현금분배금 - -

2009.04.07 10,553,585,828 (3,170,336,137) 7,383,249,691

구 분 원 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09.04.08 10,553,585,828 (3,170,336,137) 7,383,249,691

추가모집 2,601,787,144 2,601,787,144

해지환급액 (2,014,459,477) (2,014,459,477)

당기순이익(손실) 3,791,768,875 3,791,768,875

설정조정금 (174,811,586) (174,811,586)

해지조정금 93,314,437 93,314,437

현금분배금 (539,935,589) (539,935,589)

2010.04.07 11,140,913,495 - 11,140,913,495

별첨주석은본재무제표의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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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0년 04월 07일 현재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B(주식)

(구: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B))

1. 투자신탁의 개요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B(주식) (구: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

식종류형 투자신탁-자(B)) (이하 "투자신탁")은 2008년 4월 8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에 의거 설정(2009년 5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

탁으로 전환)되었으며,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주)한국시

티은행 등을 판매회사로, (주)한국씨티은행을 신탁회사로, 신한아이타스(주)를 일반

사무관리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9년 5월 2일에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디티 주식종류형 투자

신탁 - 자(B)에서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B(주식)으로 명의변경 되었

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은 슈로더 이머

징 원자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며 투자신탁의 재산운용은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100% 이하로 하며,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

치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 종의 수익증권(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F및 종류 I)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

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 말 현재 종류

F와 종류 I의 설정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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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정책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여 작성되

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은

배당락일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운용자산의 평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

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

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으로 평가하며,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

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

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환율 및 집

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

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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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탁수수료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신탁의 설

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보수로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 보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연 보수율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구분 계정과목 종류 A 종류C 종류C-e 종류F 종류I

집 합 투 자 업자 운용수수료 0.90% 0.90% 0.90% 0.90% 0.90%

판 매 회 사 판매수수료 1.10% 1.50% 1.50% 0.05% 0.0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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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2%에 해

당하는 금액을 선취판매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으로 구성되지 아

니합니다.

(5) 환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

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3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1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 투

자신탁재산에 편입하고 있으며, 종류 C, 종류 C-e, 종류 F 및 종류 I 수익증권의 환매

를 청구할 경우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

로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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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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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8)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9) 회계연도

투자신탁의 회계연도는 설정일인 2008년 4월 8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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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콜론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콜론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계 정과목 은 행 명 당 기 전 기

원화현금성자산 (주)한국씨티은행 32,537 136,976

콜 론 〃 76,860 -

합 계 109,397 136,976

4.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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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종목명 수량 취득원가 장부가액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626,863 8,078,398 11,571,504

<전기>

종목명 수량 취득원가 장부가액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238,278,282 11,359,500 7,2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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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신탁수수료

신탁약관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기 및 전기 중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미지급보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 수수료비용

<당기>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C 종류C-e 합계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53,735,816 33,920,228 4,204,942 91,860,986

판매회사 (주)한국씨티은행등 65,677,253 64,072,178 7,475,901 137,225,332

수탁회사 (주)한국씨티은행 3,582,257 2,261,203 280,186 6,123,646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1,193,972 753,608 93,263 2,040,843

합 계 124,189,298 101,007,217 12,054,292 237,250,807

<전기>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C 종류C-e 합계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40,259,414 41,743,155 1,641,628 83,644,197

판매회사 (주)한국씨티은행등 49,206,060 78,848,773 2,918,859 130,973,692

수탁회사 (주)한국씨티은행 2,683,815 2,782,746 109,308 5,575,869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894,478 927,464 36,309 2,057,048

합 계 93,043,767 124,302,138 4,706,104 222,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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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지급비용

<당기>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C 종류C-e 합계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3,628,155 8,752,209 1,300,691 23,681,055

판매회사 (주)한국씨티은행등 16,656,654 16,532,083 2,312,441 35,501,178

수탁회사 (주)한국씨티은행 908,428 582,663 86,675 1,577,766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302,788 194,197 28,857 525,842

합 계 31,496,025 26,061,152 3,728,664 61,285,841

<전기>

구 분 지급처 종류A 종류C 종류C-e 합계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8,861,780 5,969,162 349,795 15,180,737

판매회사 (주)한국씨티은행등 10,831,099 11,275,223 621,956 22,728,278

수탁회사 (주)한국씨티은행 590,765 397,916 23,292 1,011,973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196,893 132,615 7,735 337,243

합 계 20,480,537 17,774,916 1,002,778 39,258,231

6. 원본액

당기말 현재 발행좌수는 11,140,913,495좌이며 (전기:10,553,585,828좌)이며, 원본

은 11,140,913,495원 (전기:10,553,585,828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 원)

<당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합계

원 본 6,261,598,814 4,275,816,531 603,498,150 11,140,913,495

<전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합계

원 본 6,155,864,760 4,151,286,482 246,434,586 10,553,5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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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익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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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A 종 류C 종 류C-e

분배가능이익 337,492,516 176,737,869 25,705,204

공제항목 - - -

당기분배가능액 337,492,516 176,737,869 25,705,204

이익분배금 337,492,516 176,737,869 25,705,204

수익증권좌수 6,261,598,814 4,275,816,531 603,498,150

1,000좌당분배금 53.90 41.33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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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 류A 종 류C 종 류C-e

분배예정액 337,492,516 176,737,869 25,705,204

발행좌수 6,261,598,814 4,275,816,531 603,498,150

1,000좌당금액 1,000 1,000 1,000

분배율 5.39% 4.13% 4.26%

(3) 당기말 현재 종류 A, 종류 C, 종류 C-e의 투자신탁의 분배수익률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원)

종 류A 종 류C 종 류C-e

분배전1,000좌당기준가격 1,053.90 1,041.33 1,042.60

1,000좌당이익분배금 53.90 41.33 42.60

분배수익율 5.11% 3.97%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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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0 좌당 당기순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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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당기순이익(손실) 2,208,950,733 1,447,613,489 135,204,653

가중평균유통좌수 6,489,204,021 4,142,734,869 502,001,421

1,000좌당당기순이익 340.40 349.43 269.33

<전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당기순이익(손실) (3,284,181,249) (3,194,241,239) (124,725,526)

가중평균유통좌수 5,765,730,274 5,666,508,735 234,343,172

1,000좌당당기순손실 (569.60) (563.71) (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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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대상소득금액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손실) 대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과세대상손익 373,146,898 246,639,096 33,373,729

공통비용 (124,569,391) (101,338,386) (12,083,655)

과세이월잉여금 756,707,594 495,632,088 69,794,017

과세대상소득금액 1,005,285,101 640,932,798 91,084,091

당기순이익(손실) 2,208,950,733 1,447,613,489 135,204,653

<전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과세대상손익 1,206,375,770 854,592,715 48,233,968

공통비용 (93,781,621) (125,045,662) (4,985,038)

과세대상소득금액 1,112,594,149 729,547,053 43,248,930

당기순이익(손실) (3,284,181,249) (3,194,241,239) (124,7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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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증권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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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Ⅰ.재무상태표자산 6,642,895,474 4,501,628,344 633,244,724

Ⅱ.재무상태표부채 381,296,660 225,811,813 29,746,574

Ⅲ.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 6,261,598,814 4,275,816,531 603,498,150

Ⅳ.수익증권의총좌수 6,261,598,814 4,275,816,531 603,498,150

Ⅴ.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1,000.00 1,000.00 1,000.00

<전기>

종 류 A 종 류 C 종류C-e

Ⅰ.재무상태표자산 4,338,423,847 2,939,719,714 172,719,347

Ⅱ.재무상태표부채 20,496,497 46,113,562 1,003,158

Ⅲ.신탁재산의순자산(Ⅰ-Ⅱ) 4,317,927,350 2,893,606,152 171,716,189

Ⅳ.수익증권의총좌수 6,155,864,760 4,151,286,482 246,434,586

Ⅴ.수익증권기준가격(1,000좌) 701.43 697.04 6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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