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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5. 4. 

 

3. 정정사항 : 2017년 10월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증권신고서 전반 하위집합 

투자업자 

주소변경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노스 아메리카 인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주소: 875 Third Avenue, 22nd Floor, New 

York, New York 10022- 6225, United States 

of America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노스 아메리카 인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주소: 7 Bryant Park, New York, New York 

10018-3706, United States of America 

증권신고서 전반 하위펀드  

명칭변경 

슈로더 ISF 스트레티직 베타10 

(Strategic Beta 10) 

슈로더 ISF 스트레티직 베타 

(Strategic Beta) 

제2부 6. 집합투자기구

의 구조 - 최소매수금액, 

최소추가매수금액 및 최

소보유금액 - C주식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주석 추가 - 2017년 12월 1일자로 C 주식종

류의 최소매수금액, 최소추가매수금액 및 최

소보유금액이 USD1,000 / EUR1,000로 낮아

집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펀드 통화 이외의 통화로 모집되는 경우 

주식 종류는 그에 따라 지정됩니다. 펀드, 표

시 통화 및 헷지되는 주식종류에 관한 정보는 

외국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 

 

펀드, 표시 통화 및 헷지되는 주식종류에 관한 

정보는 외국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

니다. 전이 위험(contagion risk)이 수반되는 주식 

종류에 대한 가장 최근 리스트는 요청 시 본 회

사의 등록사무소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약정들이 수행되는 경우, 이 헷징의 

효과는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이고, 그리하

여 추가된 주식 종류의 성과에 반영될 예정

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헷징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런 거래를 발생시킨 당

해 주식 종류가 부담합니다.  

 

… 

 

모집가능한 주식종류 목록은 회사의 등록사무

소에서 요청시 무료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 펀드 통화 이외의 통화로 모집되는 경우 

주식 종류는 통화로 혹은 통화 헷지된 주식 

종류로 표시될 수 있으며, 주식 종류는 그에 

따라 지정됩니다. 

 

… 

 

모집되는 펀드 및 주식종류 (통화표시 및 헷징 

포함)에 관한 정보 및 전이 위험(contagion 

risk)이 수반되는 주식 종류에 대한 가장 최근 

리스트는 요청 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입수하

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약정들이 수행되는 경우, 이 헷징의 효

과는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이고, 그리하여 추

가된 주식 종류의 성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헷징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

용(최대 0.03%의 헷징 수수료 포함)은 이런 거

래를 발생시킨 당해 주식 종류가 부담합니다.  

 

… 

 

삭제됨 

 

하위펀드 부록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최대 0.03%의 주식 종류 헷징 수수료는 통

화 헷지된 주식종류가 부담합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아시안 오퍼튜

니티(Asian Opportunities) 

슈로더 ISF 아시안 배당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2018년 2월 1일자로 이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주 (Asian Equity Yield) 

슈로더 ISF 아시아 태평

양 씨티 부동산 (Asia 

Pacific Cities Real Estate)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30% 미만을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차이나 오퍼튜니티 

(China Opportunities) 

슈로더 ISF 이머징 아

시아 (Emerging Asia) 

슈로더 ISF 그레이터 

차이나 (Greater China)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위험을 줄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

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

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음. 이 펀드는 단기금

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2018년 2월 1일자로 이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30% 미만을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

음. 이 펀드가 차액계약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

산은 이 펀드가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됨. 특

히 차액계약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대

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거나 이를 헷지하기 위

하여 사용될 수 있음. 차액계약에 대한 총 노

출도(Gross Exposure)는 60%를 초과하지 않

으며 순자산가치의 10%에서 30% 수준일 것으

로 예상됨. 일부 경우 이러한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이 펀드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이탈리아 주식 

(Italian Equity) - 프랑스

의 주식저축계획 (PEA) 

/ PIR 적격여부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주석 추가 - 펀드는 이탈리아 2017년 예산

법 (법률번호 2016년 12월 11일 제232호)(It

alian 2017 Budget Law (Law No 232 of 11 

December 2016))에 따른 “Piano Individuale 

di Risparmio a lungo termine”(PIR)의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적격요건을 준수합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프론티어 마켓 주

식 (Frontier Markets 

Equity)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프런티어 마켓 투자

에 따르는 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머징 시장 및 저개발

국가 증권 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멀티에셋 인

컴 (Global Multi-Asset 

Income)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자산의 50%를 초과

하여 (고정금리부 및 변동 금리부) 이머징 

시장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투자방침: … 이 펀드는 자산의 50% 한도 내

에서 (고정금리부 및 변동 금리부) 이머징 

시장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아시안 채권 앱솔

루트 리턴 (Asian Bond 

Absolute Return)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18년 3월 1일자로 이 펀드의 명칭이 슈로

더 ISF 아시안 채권 토탈리턴(Asian Bond 

Total Return)으로 변경됩니다: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정

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

는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에 투자함

으로써 자본증식 및 인컴수익 획득을 통해 

앱솔루트 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 앱솔

루트 리턴은 펀드가 12개월 이상 모든 시장상

황에서 양(+)의 수익을 달성하고자 함을 의미

하나 이러한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

2018년 3월 1일자로 이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투자목적: 아시아 지역의 정부, 정부기관, 국

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는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

식 및 인컴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정부, 정부

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는 고정

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 및 이와 관련과 

파생상품과 통화에 투자함. 이 펀드는 특정 

지수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지수와 상관 없

이 운용됨. 

 

 

 

 

 

이 펀드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RQFII”) 또는 규제시장을 통해 중국 본토

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부적격등급 증권(Standard & 

Poor’s가 평가한 신용등급, 또는 다른 신용평

가기관이 평가한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 또

는 미등급채권의 경우 슈로더의 자체 부여 등

급 기준) 에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단기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

음. 앱솔루트 리턴을 추구함에 있어 이 펀드

의 상당 부분은 선진시장 단기 국채를 포함

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될 수 있음. 

을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 및 이와 

관련과 파생상품과 통화에 투자함. 이러한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은 아시아 지

역의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함. 이러한 목적상 아시아 국가는 서아시

아 국가들: 바레인, 이스라엘,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아랍 에미리

트 연합국을 포함함.  

이 펀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하락시장에서 

손실을 줄이는 한편 상승시장에 참여하고자 

함. 손실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이 펀드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RQFII”) 또는 규제시장을 통해 중국 본토

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부적격등급 증권(Standard & 

Poor’s가 평가한 신용등급, 또는 다른 신용

평가기관이 평가한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 

또는 미등급채권의 경우 슈로더의 자체 부

여 등급 기준) 에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예외적으로) 단기금융상

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자산을 100% 보유

할 수 있음. 

- 상세정보: … 2018년 3월 1일자로 이 펀드는 

“전문 채권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프로파일: 이 펀드는 적극적

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중

장기(최소 5년)에 걸쳐 양(+)의 앱솔루트 리턴

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투자

자는 보유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자

본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프로파일: 이 펀드는 단기적

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일반적인 주식종류 특징 - 운용보수: 주석추가 

2018년 3월 1일부터 A, A1, B 주식의 운용

보수가 1.25%에서 1.00%로 인하됨.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유로 단기 채권 

(EURO Short Term 

Bond)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VaR 기준지수: Citigroup 1-3년 EURO 

Government Bond Index TR. 이 지수는 잔여

만기가 1-3년인 고정금리 유로존 국채로 구

성됨. 

VaR 기준지수: Citigroup 1-3년 EURO 

Government Bond Index TR. 이 지수는 잔여

만기가 1-3년인 고정금리 유로존 국채로 구

성됨. (2018년 3월 1일자로 VaR 기준지수가 

Barclays Euro Aggregate 1-3 Year로 변경

됨. 이 지수는 잔여만기가 1-3년인 고정금리 

유로존 국채 및 회사채로 구성됨.)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Global 

Inflation Linked Bond)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예상 레버리지 비율: 순자산총액의 150%. 예상 레버리지 비율: 순자산총액의 300%.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아시안 로컬 커런

시 채권 (Asian Local 

Currency Bond)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투자방침: … 이러한 목적상 아시아 국가는 서

아시아 국가들: 바레인, 이스라엘, 레바논, 오

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아랍 에미

리트 연합국을 포함함.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유로 회사 채권 

(EURO Corporate Bond)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상세정보: … 이 펀드의 듀레이션 헷지된 주

식 종류에 대한 신규 매입이나 전환 매입은 

2017년 7월 31일자로 중지됩니다. 

상세정보: … 이 펀드의 듀레이션 헷지된 주

식 종류에 대한 신규 매입이나 전환 매입은 

중지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타겟 리턴

(Global Target Return)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상세정보: 이 펀드는 멀티에셋 펀드로 분류

됩니다. 

상세정보: 이 펀드는 멀티에셋 펀드로 분류

됩니다. 이 펀드는 투자펀드에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RMB 채권 (RMB 

Fixed Income)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위험 고려사항: … 이 펀드의 파생상품과 관

련된 총 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은 현재 

약정금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017년 9월 1

일자로 이 펀드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총 위

험평가액(global exposure)은 상대적 VaR 방

식으로 산정되며 이하 3개 항목 “위험관리방

식”, “VaR 기준지수” 및 “예상 레버리지 비

율”이 동 일자부터 적용됩니다. 

삭제됨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5. 4. 

 

3. 정정사항 : 일부 하위펀드 명칭 변경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간이투자설명서 전반 하위펀드  

명칭변경 

슈로더 ISF 스트레티직 베타10 

(Strategic Beta 10) 

슈로더 ISF 스트레티직 베타 

(Strategic B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