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 고] 

2021년 10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집합투자증권 - 회사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주요 정정사항 : (1) 2021년 8월자 투자설명서 반영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슈로더 ISF 차이나 로컬 커런시 채권” 펀드 추가 
  (3) 기재 정정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증권신고서 전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추가 

- 슈로더 ISF 차이나 로컬 커런시 채권 추가 

증권신고서 전반 기재 정정 A주식, A1주식, B주식, C주식, I주식, X주식 A 주식, A1 주식, B 주식, C 주식, I 주식, X 
주식 

증권신고서 전반 기재 정정 판매보수 
운용보수 

연간 판매보수 
연간 운용보수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기재 정정 - 하위조항 순서 및 하위조항 지칭 방법을 
글로벌 투자설명서와 통일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3. 
파생상품 

투자설명서 갱신 총수익스왑은 당사자 일방(총수익 지급인)이 
기준채무의 총 경제성과를 상대방(총수익 
수령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총 
경제성과에는 금리와 수수료 인컴(income), 
시장변동에 따른 손익 및 신용손실이 
포함됩니다. 

수령한 담보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상세 
정보는 “보관회사”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총수익스왑은 당사자 일방(총수익 지급인)이 
기준채무의 총 경제성과를 상대방(총수익 
수령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총 
경제성과에는 금리와 수수료 인컴(income), 
시장변동에 따른 손익 및 신용손실이 
포함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4.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 
투자자산과 관련한 
기법(techniques)과 
상품(instruments)의 
이용 

투자설명서 갱신 본 회사는 현재 증권대여거래를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사는 현재 증권대여거래 및 
환매/역환매조건부거래를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6. 
위험관리 절차 

투자설명서 갱신 지속가능성 위험관리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절차에는 투자 의사결정 관련 기타 요소들 
외에도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지속가능성 위험관리 
각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는 다른 
요소들 외에도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설명서 갱신 - 벤치마크 항목 추가 및 관련 내용 갱신 
지속가능성 점수 관련 내용 갱신 
주식 종류 항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 

투자설명서 갱신 이익의 잠재적 충돌 
집합투자업자와 Schroders는 
외국집합투자업자 또는 Schroders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와 
Schroders는 동 거래 또는 관련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수수료는 그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익의 잠재적 충돌 
외국집합투자업자와 Schroders는 증권대여 
계약, 환매/역환매조건부 등의 기법 및 
상품을 포함해 외국집합투자업자 또는 
Schroder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잠재적인 상충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와 
Schroders는 동 거래 또는 관련 거래로 
인하여 수령한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수수료는 그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중 
일부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투자 시행을 
목표로 삼거나 및/또는 투자자산 선별 시 
지속가능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적 및/또는 사회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펀드들은 일부 
회사, 산업 또는 섹터에 제한적인 
익스포저를 갖게 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속가능한 투자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상품과 지속가능한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목적과 투자자산도 
신설 요건이나 적용되는 규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차차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중 
일부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투자 시행을 
목표로 삼거나 및/또는 투자자산 선별 시 
지속가능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적 및/또는 사회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펀드들은 일부 
회사, 산업 또는 섹터에 제한적인 
익스포저를 갖게 될 수 있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선택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속가능한 투자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환경, 
사회 또는 지배구조 관행의 특정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상품과 지속가능한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펀드의 지속가능한 
투자의 특성 및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신설 요건이나 적용되는 규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차차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글로벌 
매입 절차 

투자설명서 갱신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제한 항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갱신 - 성과보수 항목 추가 

제2부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갱신 의장 
Richard MOUNTFORD, Head of Planning, 
Corporate Management,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One London Wall Place, 
London EC2Y 5AU, United Kingdom 

의장 
Richard MOUNTFORD, Head of Planning, 
Group Strategy,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One London Wall Place, 
London EC2Y 5AU, United Kingdom 

이사회 중 
- Marie-Jeanne CHEVREMONT-LORENZINI, 
Independent Director, 12, rue de la Sapiniere,  

이사회 중 
- Marie-Jeanne CHEVREMONT-LORENZINI, 
Independent Director, 12, rue de la Sapinière,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8150 Bridel, Grand Duchy of Luxembourg 
- Bernard HERMAN, 사외이사, 11-13, rue 
Jean Fischbach, 3372 Leudelange, Grand 
Duchy of Luxembourg 

8150 Bridel, Grand Duchy of Luxembourg 
- Bernard HERMAN, 사외이사, BH 
Consulting S.à.r.l., Immeuble Dyapason 4, 
Rue Robert Stumper, L-2557, Luxembourg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나. 
주요 업무 

투자설명서 갱신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이사 프로필 중 
- Vanessa Grueneklee, Head of Investm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ervices,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이사 프로필 중 
- Vanessa Grueneklee, 투자운용 및 판매 
서비스 대표(Head of Investm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ervices),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 Mike Sommer, Sommer,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위험관리 대표(Head of Risk 
EMEA),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투자설명서 갱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중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펀드 부록에 
명시된 보수율로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투자운용보수를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러한 자격으로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펀드들에 대한 
투자운용보수를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중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펀드 부록에 
명시된 보수율로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투자운용보수(연간 운용보수로 
지칭)를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러한 자격으로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펀드들에 대한 
투자운용보수(연간 운용보수로 지칭)를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주주의 권리 

투자설명서 갱신 (C) 강제 환매 중 
이사들은 최소 보유금 미만의 보유금에 대해 
강제적으로 환매 또는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 강제 환매 중 
이사들은 최소 보유금 미만의 보유금에 
대해, 또는 주주들이 특정 주식 클래스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환매 또는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부 4.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독일 조세 

기재 정정 슈로더 ISF 헬스케어 이노케이션 슈로더 ISF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일부 하위펀드 
부록 - 투자방침 

투자설명서 갱신 (…) 자산의 30% 미만을 직접 또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다음을 매개로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30% 미만을 직접 또는 다음을 
매개로 (참여증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 
부록 - 위험 
고려사항 - 특정 
위험 고려사항 

투자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SFDR 제8조의 의미 범위 내) 
환경적/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특징을 가진 펀드는 일부 회사, 
산업 또는 섹터에 제한적인 익스포저를 갖게 
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투자자산에 대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들보다 저조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SFDR 제8조의 의미 범위 내) 
환경적/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특징을 가진 펀드는 일부 회사, 
산업 또는 섹터에 제한적인 익스포저를 갖게 
될 수 있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선택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문장 삭제] 

일부 하위펀드 
부록 - 지속가능성 
기준 

기재 정정  발생인 발행인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법과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법과 기업의 경영 참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투자설명서 갱신 - 2021년 10월 29일자로 투자방침 추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슈로더 ISF 아시안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글로벌 
주식 
슈로더 ISF 
이탈리아 주식 
슈로더 ISF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슈로더 ISF 브릭스 
슈로더 ISF 유럽 
배당주 
슈로더 ISF 유럽 
중소형주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슈로더 ISF 글로벌 
디스럽션 
슈로더 ISF 일본 
중소형주 
슈로더 ISF 미국 
중소형주 
슈로더 ISF 이머징 
멀티에셋 인컴 
슈로더 IS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채권 
앱솔루트 리턴 
슈로더 ISF 유로 
본드 
슈로더 ISF 유로 
단기 채권 
슈로더 ISF 유로 
국채 
슈로더 ISF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슈로더 ISF 미국 
달러 채권 
슈로더 ISF 유로 
크레딧 컨빅션 
슈로더 ISF 글로벌 
회사 채권 
슈로더 ISF 글로벌 
하이일드 
슈로더 ISF 글로벌 
타겟 리턴 
슈로더 ISF 
스트래티직 크레딧 

 
2021년 10월 29일자로 벤치마크 항목에 
다음 내용 추가: 이 벤치마크들은 본 펀드의 
(관련된) 환경적/사회적 특징이나 지속가능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9일자로 위험 고려사항에 
SFDR 제8조 관련 내용 추가 
 
2021년 10월 29일자로 지속가능성 기준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투자설명서 갱신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연 7%의 수익 목표에 
대비하여 측정하며 MSCI AC Pacific ex 
Japan (Net TR) 지수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 이하 생략 - 
 

2021년 10월 29일자로 벤치마크 항목 변경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연 7%의 수익 목표에 
대비하여 측정하며 MSCI AC Pacific ex 
Japan (Net TR) 지수 및 MSCI AC Pacific ex 
Japan High Dividend Yield (Net TR) 지수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 현행과 동일 -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아시안 
배당주 

투자설명서 갱신 - 2021년 10월 29일자로 투자방침 추가 

기재 정정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으로 
Morningstar Asia Pacific ex Japan Income 
섹터 및 Morningstar Asia Pacific ex Japan 
Equity 섹터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으로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High Dividend 
Yield 지수, Morningstar Asia Pacific ex Japan 
Income 섹터 및 Morningstar Asia Pacific ex 
Japan Equity 섹터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차이나 
오퍼튜니티 

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방침 중 
본 펀드는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30% 미만을 직접 또는 파생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중 
본 펀드는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30%* 미만을 직접 또는 (참여증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50%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유럽 
배당주 

투자설명서 갱신 - 
 

2021년 10월 29일자로 펀드명 변경 
유럽 지속가능 가치 주식(European 
Sustainable Value) 
 
2021년 10월 29일자로 투자목적/투자방침 
변경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유럽 
중소형주 

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본 펀드는 유럽 소형주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Euromoney Smaller Companies (TR)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인 
Euromoney Smaller Companies (TR) 지수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목적 
본 펀드는 유럽 소형주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EMIX European Smaller Companies (TR)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인 
EMIX European Smaller Companies (TR) 
지수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목표 벤치마크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벤치마크 변경은 아닙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프론티어 마켓 
주식 

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본 펀드는 프론티어 마켓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MSCI Frontier Markets 
(Net TR)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중 
본 펀드는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프론티어 마켓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합니다. 
 
‘프론티어 마켓’이란 MSCI Frontier Markets 
지수 또는 여타 잘 알려진 프론티어 마켓 
금융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투자목적 
본 펀드는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3-
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머징 마켓의 
한도가 10%로 설정된 MSCI Frontier 
Emerging Markets (FEM) 지수 (Net TR)를 
초과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방침 중 
본 펀드는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합니다.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이란 MSCI Frontier 
Emerging Markets (FEM) 지수 또는 여타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벤치마크 중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MSCI Frontier Markets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입니다 
 
 
상세정보 중 
프론티어 마켓은 MSCI Frontier Markets Index 
또는 여타 공인된 프론티어 마켓 금융지수에 
포함된 국가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프론티어 마켓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여타 
국가를 말함. 
 
 
 
펀드 특징 중 성과보수 
하이워터마크 (High Water Mark)를 적용하여 
MSCI Frontier Markets Net TR  기준 
초과성과의 15%. 성과보수는 I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주식 종류에 적용됨. 

잘 알려진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 금융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중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이머징 마켓의 한도가 10%로 
설정된 MSCI Frontier Emerging Markets 
(FEM) 지수 (Net TR) 대비 초과분입니다 
 
상세정보 중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은 MSCI Frontier 
Emerging Markets (FEM) 지수 또는 여타 
공인된 프론티어 마켓 금융지수에 포함된 
국가 또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프론티어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여타 
국가를 의미합니다. 
 
펀드 특징 중 성과보수 
해당없음 
 
 
 
<참조> 
2021년 7월 31일자로 목표 벤치마크가 
MSCI Frontier Markets에서 MSCI Frontier 
Emerging Markets (FEM) Index (Net TR)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씨티 

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방침 
(투자제한 항목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하며 탄탄한 인프라와 이를 
지원하는 계획과 같은 요소에 기초하여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합니다.  
 
본 펀드는 또한 자산의 1/3까지 다른 
증권(다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 
투자자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하며 탄탄한 인프라와 이를 
지원하는 계획과 같은 요소에 기초하여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합니다.  
 
 
(투자제한 항목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펀드는 또한 자산의 1/3까지 
다른 증권(다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 투자자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펀드 특징 중 지속가능성 기준에 다음 문단 
추가 
이 평가 목적상, 잠재적인 투자대상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하기 전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의 기타 제한사항에 따라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에 대해 
선별한 발행인 중 핵심 후보군입니다. 이 
후보군은 전세계 부동산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에너지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방침에 다음 문단 추가 
(투자제한 항목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펀드는 또한 자산의 1/3까지 
다른 증권(다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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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 투자자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미국 
중소형주 

투자설명서 갱신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기준지수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Russell 2500 Lagged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으로 Morningstar US Mid-
Cap Equity 섹터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성과 비교 
목적으로만 포함되며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의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목표 벤치마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목표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기준지수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Russell 2500 Lagged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으로 Morningstar US Mid-
Cap Equity 섹터 및 S&P Mid Cap 400 
Lagged (Net TR) 지수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 및 S&P Mid Cap 400 Lagged (Net 
TR) 지수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성과 
비교 목적으로만 포함되며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의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목표 벤치마크 또는 S&P Mid Cap 400 
Lagged (Net TR) 지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목표 
벤치마크 또는 S&P Mid Cap 400 Lagged (Net 
TR)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참조> 
2021년 8월 1일자로 비교 벤치마크에 S&P 
Mid Cap 400 Lagged (Net TR)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QEP 
글로벌 액티브 
가치형 

기재 정정 투자목적 
본 펀드는 전세계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목적 
본 펀드는 전세계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MSCI AC World (Net TR)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QEP 
글로벌 이머징 
마켓 

투자설명서 갱신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기준지수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MSCI Emerging Markets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입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목표 벤치마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목표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기준지수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MSCI Emerging Markets (Net 
TR) 지수 대비 초과분으로 MSCI Emerging 
Market Value (net TR) 지수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목표 
벤치마크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목표 벤치마크 또는 
비교 벤치마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목표 벤치마크 
또는 비교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목표의 
적절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참조> 
2021년 8월 19일자로 비교 벤치마크MSCI 
Emerging Market Value (Net TR)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이머징 
멀티에셋 인컴 

투자설명서 갱신 현재 펀드명: 이머징 멀티에셋 인컴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연 4-6%의 인컴수익과 자본증식, 
연 8-16%의 변동성 목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컴수익과 변동성 목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투자목적에 기재된 
인컴수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자로 펀드명이 “이머징 
마켓 멀티에셋(Emerging Markets Multi-
Asset)”으로 변경 
 
2021년 10월 29일자로 투자목적 투자방침 
변경 
 
2021년 10월 29일자로 벤치마크 항목 변경 
벤치마크 
본 펀드는 목표 벤치마크를 가지지 
않습니다. 본 펀드의 성과는 50% MSCI 
Emerging Market Index (USD), 16.7%  JPM 
EMBI Index EM Hard Currency (USD), 16.7% 
JPM GBI Emerging Market Index - EM Local 
(USD), 16.7% JPM CEMB Index (USD)와 
비교합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성과 비교 
목적으로만 포함되며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의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비교 벤치마크의 
구성요소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비교 벤치마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비교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목표의 
적절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벤치마크들은 본 펀드의 
(관련된) 환경적/사회적 특징이나 지속가능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조> 
2021년 10월 29일자로 비교 벤치마크 50% 
MSCI Emerging Market Index (USD), 16.7%  
JPM EMBI Index EM Hard Currency (USD), 
16.7% JPM GBI Emerging Market Index - EM 
Local (USD), 16.7% JPM CEMB Index 
(USD)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투자설명서 갱신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연 5%의 인컴수익 배당과 
자본증식 달성 및 연 5-7%의 변동성 목표와 
대비하여 측정됩니다. 
 
수익 목표 및 변동성 목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투자목적에 기재된 

2021년 10월 29일자로 투자목적 투자방침 
변경 
 
2021년 10월 29일자로 벤치마크 항목 변경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연 3-5%의 수익 목표에 
대비하여 측정하며 30% MSCI AC World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수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Index (USD), 40%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Bond Index (USD), 30% Barclays 
Global High Yield excl CMBS & EMG 2% 
index (USD) 지수와 이 성과를 비교합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성과 비교 목적으로만 
포함되며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의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비교 벤치마크의 구성요소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비교 벤치마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비교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교 벤치마크는 본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고려하였을 때 변동성 목적상 
적절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벤치마크들은 본 펀드의 
(관련된) 환경적/사회적 특징이나 지속가능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조> 
2021년 10월 29일자로 비교 벤치마크 30% 
MSCI AC World Index (USD), 40%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Bond Index 
(USD), 30% Barclays Global High Yield excl 
CMBS & EMG 2% index (USD)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채권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하드 커런시 
채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방침에 다음 문단 추가 
 
본 펀드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제도(“RQFII”) 또는 
규제시장(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를 거친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MB) 포함)을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하이일드 

기재 정정 투자방침 중 
본 펀드는 또한 다른 증권(다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초과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해당 문구 삭제] 
 
 
 
 
 
본 펀드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 롱숏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 

벤치마크 
(…)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Bloomberg Barclays Global High Yield xCMBS 
xEMG 2% Issuer Capped Bond 지수는 
미등급 고정금리부 과세 대상 회사채 시장을 
측정합니다. (...) 

Bloomberg Barclays Global 
HYxCMBSxEMG USD Hedged 2% 지수는 
미등급 고정금리부 과세 대상 회사채 시장을 
측정합니다. (...) 
 
2021년 10월 29일자로 다음 내용이 
벤치마크 항목에 추가됩니다: 
 
이 벤치마크는 본 펀드의 (관련된) 
환경적/사회적 특징이나 지속가능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슈로더 ISF 글로벌 
타겟 리턴 

기재 정정 투자목적 
본 펀드는 광범위한 글로벌 자산군에 
투자하여 연속 3년에 걸쳐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ICE BofA 지수 + 5%의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원금이 
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목적 
본 펀드는 광범위한 글로벌 자산군에 
투자하여 연속 3년에 걸쳐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ICE BofA 3 Month US Treasury 
Bill 지수 + 5%의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원금이 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ICE 
BofA 3 month LIBOR Month Treasury Bill + 5% 
대비 초과분입니다. 

벤치마크 
본 펀드의 성과는 목표 벤치마크와 대비하여 
측정하며 이는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ICE 
BofA 3 Month US Treasury Bill 지수 (또는 
다른 대체 기준금리) + 5% 대비 
초과분입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하며 기준지수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투자에만 국한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용어풀이 투자설명서 갱신 - 연간 판매보수(Annual Distribution Charge) 
연간 운용보수(Annual Management 
Charge)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정의 추가 

[붙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벤치마크 변경 내역 
기재 

- 최신 벤치마크 업데이트 반영 및 변경 내역 
기재 

 
주) 위 정오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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