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 고] 
2022년 7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집합투자증권 - 회사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사항 : (1) 2022년 6월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2) 슈로더 ISF 이머징 유럽 클래스 X9, Y9 추가 (러시아 자산 분리 목적) 
(3) 보관회사 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합병 내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증권신고서 전반 클래스 추가 - 슈로더 ISF 이머징 유럽 - 클래스 X9, Y9 추가 
및 다음 안내문구 삽입: 
 
*현재 X9, Y9 주식은 슈로더 ISF 이머징 유럽 
하위펀드의 러시아 자산 분리용으로만 설정되
어 별도 매입 및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위펀드 부록 중 슈로더 ISF 이머징 
유럽 (Emerging Europe)의 “특별 정보”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전반 보관회사 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합병 

보관회사 겸 일반사무관리회사 
J.P. Morgan Bank, Luxembourg S.A. 

보관회사 겸 일반사무관리회사 
J.P. Morgan SE, Luxembourg Branch 

제2부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 특정 주식
종류의 특정요소 

클래스 추가 

 

 

 

 

 

 

 

 

 

 

 

C 주식은 기관고객 및 고객과 개별적인 수
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최소투자기준을 충족
하는 특정 판매대행회사만 이용 가능합니다.  
 
 
 
I 주식은 다음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됩니다: 
(B) CSSF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의해 수
시로 정의되는 기관투자자들 
 
X 주식은 외국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사전 
약정에 따라 CSSF의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의해 수시로정의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만 모집됩니다. 
 
X 주식의 취득 시 투자자에게 어떠한 선취
판매수수료나 연간 판매보수도 부과되지 아
니합니다. X 주식에 부과되는 연간 운용보수
는 최대 연 1%입니다.  

C 주식은 기관 투자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C 
주식은 규제 요건에 따라 뮤추얼 펀드 및 고
객과 개별적인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후취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대행
회사도 이용 가능합니다.  
 
I 주식은 다음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됩니다: 
(B) 기관투자자들 
 
 
X, X9 주식은 외국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사
전 약정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만 모
집됩니다. 
 
X, X9 주식의 취득 시 투자자에게 어떠한 선
취판매수수료나 연간 판매보수도 부과되지 아
니합니다. X 주식에 부과되는 연간 운용보수는 
최대 연 1%입니다. X9 주식에 부과되는 연간 
운용보수는 최대 연 1.5%입니다. 
 
Y9 주식은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특정 
Schroders의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만 
모집합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Y 주식에 대
한 매입 신청을 받기 전에, 해당 투자자와 
Schroders 간 Y9 주식에 특정되는 투자자산의 
조건을 포함한 법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Y9 주식의 취득 시 투자자에게 어떠한 선취판
매수수료나 연간 판매보수도 부과되지 아니합
니다. Y9 주식에 부과되는 최대 연간 운용보수
는 해당 펀드 A 주식의 연간 운용보수와 동일
합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증권신고서 전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Bloomberg Barclays […] Bloomberg […] 

증권신고서 전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규제시장(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를 거친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CIMB) 포함)을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규제시장(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를 거친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BM) 
또는 CIBM 직접 투자 포함)을 통해 중국 본토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1. 양도성 
증권 및 유동자산에의 
투자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B) 각 펀드는 부수적으로 유동자산(ancillary 
liquid asset)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위 (7)항에서 정한 투자 …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35%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B) 각 펀드는 부수적으로 유동자산(ancillary 
liquid asset)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각 펀드
는 부수적인 유동자산 목적상 정상적인 시장 상
황에서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여 현금이
나 일람불 예금(deposits at sight)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불리한 시장 상황(9/11 
테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기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 
임시로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위 (7)항에서 정한 투자 ..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품(commodity)이 
분산된 상품 지수의 지배적인 구성 종목인 경
우, 각 35%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투자방
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C)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 양도성 증권 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한 중국 A 주식을 보
유할 수 없습니다. 

(C)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명시되어 있
는 경우를 제외하면, … 양도성 증권 또는 후
강퉁과 선강퉁을 통한 중국 A 주식, 과창판
(STAR Board) 및 ChiNext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투자방
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벤치마크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환헷지 주식 클래스에 대해서는 환헷지가 적
용된 벤치마크(해당 화폐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포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투자방
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지속가능성 점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어떠한 지속가능성 점수나 펀드의 지속가능
성 기준에 기재된 기타 … 외국하위집합투자
업자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도구를 활용해 
6개월 연속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측정합니
다 

어떠한 지속가능성 점수나 펀드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기재된 기타 …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도구를 활용해 월말 
자료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간 펀드의 가중
평균 점수가 동일 기간의 벤치마크 점수보다 
높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정 펀드의 투자방
침에 해당 펀드가 양의 절대값을 지닌 지속가
능성 점수를 유지한다고 기재된 경우, 이는 외
국하위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지속가능성 도구
를 활용하여 월말자 자료를 기준으로 직전 6
개월 간 펀드의 가중평균 점수가 동일 기간에 
0보다 높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슈로더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도구는 때때로 
펀드의 모든 보유 자산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유 자산에 대해 여러 
대안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도 특정 유형의 자산(현금 및 특정 현금성 증
권)은 중립적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슈로더의 
독자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증권 지
수 및 지수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기타 유형의 
자산은 슈로더의 독자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펀드의 지속가능성 점수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펀드의 (경우에 따라) 환경
적 및/또는 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적이 펀드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포지션에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2부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신용위험”,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및 선강퉁(Shenzhen Hong Kong 
Stock Connect)” 관련 내용 업데이트 및 “중소기업판(Small and Medium Enterprise board), 과
창판(STAR Board) /또는 ChiNext 시장과 관련된 위험” 추가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 가. 기
준가격의 산정 및 공
시 - 중단 또는 연기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A) 회사는 어느 거래일에 어떤 펀드의 발행
주식 총 가액의 10% 이상에 대한 환매 또는 
전환 주문을 받는 경우 해당 주문을 승낙하
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런 경우 이
사들은 환매나 전환이 청구된 주식 중 상기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매가 다음 거래일까지 연기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환매가 연기된 주식은 다음 
거래일에 유효한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됩
니다. 

(A) 특정 거래일의 전환 또는 환매 주문의 총 
가액이 단일 펀드 발행주식 총 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들은 환매나 전환이 청구
된 주식 중 상기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일
부 또는 전부의 환매가 다음 거래일까지 연기
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매가 연
기된 주식은 다음 거래일에 유효한 주당 순자
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제4부 2. 운용관련 업
무 수탁회사 등에 관
한 사항 - 가. 집합투
자재산의 운용(지시)업
무 수탁회사 - 외국하
위집합투자업자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투자운용보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 거래일에 계산되고 발생하며 월
별 후급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현지 지급대리인, 거래
은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의 업무,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 금액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적립식 투자가 가능합니
다. 합의된 최종일 이전에 적립식 투자가 해
지되는 경우, 거치식 보다 높은 최초선취판
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판매대행회사로부
터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운용보수는 경우에 따라 펀드의 순자
산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 
거래일에 계산되고 발생하며 월별 후급됩니다. 
 
삭제됨 

제4부 2. 운용관련 업
무 수탁회사 등에 관
한 사항 - 가. 집합투
자재산의 운용(지시)업
무 수탁회사 - 외국재
위탁하위집합투자업자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외국재위탁하위집합투자업자의 선임은 지역별 
감독당국의 승인 및/또는 등록을 요할 수 있습
니다. 

제5부 1. 투자자의 권
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등 - (2) 투
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모든 주주총회의 통지는 회의일로부터 적어
도 8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주주들에게 발
송됩니다. 그러한 통지에는 회의의 의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주주총회의 통지는 사전에 등기우편으로 
주주들에게 발송되며 총회의 의제와 장소가 명
시됩니다. 특별결의가 제안된 총회의 경우 최소 
21일 전 소집해야 하며 보통결의가 제안된 총
회의 경우 최소 14일 전 소집해야 합니다. 

제5부 6. 외국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라. 과세처
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독일 조세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슈로더 ISF 글로벌 배당주 
슈로더 ISF 글로벌 주식 

    
    
하위펀드 부록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아시안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올 차이나 주식, 슈로더 ISF 아시안 디비던드 맥
시마이저, 슈로더 ISF 아시안 배당주, 슈로더 ISF 브릭스, 슈로더 ISF 차이나 A 주식, 슈로
더 ISF 차이나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이머징 아시아,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슈로더 ISF 
글로벌 디비던드 맥시마이져, 슈로더 ISF 글로벌 이머징 마켓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글로
벌 배당주, 슈로더 ISF 그레이터 차이나, 슈로더 ISF QEP 글로벌 액티브 가치형, 슈로더 
ISF QEP 글로벌 이머징 마켓, 슈로더 ISF QEP 글로벌 퀄리티,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멀
티에셋 - 투자방침에 아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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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창판 및 ChiNext 상장 주식 

하위펀드 부록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유로 주식, 슈로더 ISF QEP 글로벌 퀄리티, 슈로더 ISF 글로벌 멀티 크레딧 -  
2022년 8월 16일부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슈로더 ISF 차이나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재팬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글로벌 채권, 슈로
더 ISF 아시안 로컬 커런시 채권, 슈로더 ISF 차이나 로컬 커런시 채권, 슈로더 ISF 시큐리
타이즈드 크레딧 -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다음 웹사이트의 "지속가능성 정보" 항목에 기재된 한도를 초과한 활동, 산업 또
는 발행인 그룹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www.schroders.com/en/lu/private-investor/gfc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미국 대형
주 - 펀드 특징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 German Branch 

하위펀드 부록 
- 벤치마크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올 차이나 주식, 슈로더 ISF 숏 듀레이션 다이나믹 채권, 슈로더 ISF 이머징 마
켓 하드 커런시 채권, 슈로더 ISF 스트래티직 채권 - “벤치마크”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차이나 오
퍼튜니티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MSCI China (Net TR) 지수보다 전반
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자 절차에 대
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목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부록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차이나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재팬 오퍼튜니티, 슈로더 ISF 글로벌 채권, 슈로
더 ISF 아시안 로컬 커런시 채권, 슈로더 ISF 차이나 로컬 커런시 채권, 슈로더 ISF 시큐리
타이즈드 크레딧 - “벤치마크”, “특정 위험 고려사항” 관련 내용 업데이트 및 , “펀드 특징 - 지
속가능성 기준” 추가 

하위펀드 부록 - 슈로
더 ISF 이머징 유럽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특별 정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전례 없는 지정학적 상황과 이로 인한 각국 
정부, 시장 거래상대방의 특정 러시아 발행인 
및 자산에 제재 및 조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A) 본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2022년 
2월 25일부로 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
아 주식(“러시아 자산”)은 본 펀드 내에서 (회
계 관점에서 순자산가치 산정 목적상) 용도 제
한(ring fenced)에 걸리며 2개의 신설 주식 클
래스에 배분됩니다. X9, Y9으로 불리는 이 신
규 클래스 주식들은 2022년 7월 18일자로 본 
펀드의 2022년 2월 25일자 순자산가치 총계 
중 각자의 보유 비율을 반영하여 주주들에게 
배분됩니다. 이 주식들은 주당 순자산가치가 
공식적으로 공시되지 않으며 (단, 참고용 순자
산가치가 슈로더 웹사이트에 공시됨) 매입과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B) 2022년 7월 18일에 기존 주주들에게만 발
행된 신규 주식 클래스로 러시아 자산을 배분
한 후, 본 펀드는 (상기 기재된 주식 클래스들
을 통해) 더 이상 러시아 주식에 대한 익스포
저를 갖지 않으며 본 펀드는 별도 통지가 있
기 전까지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러시아 주식들이 제외된 본 펀드의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목표 벤치마크에도 반영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럽 지속
가능 가치 주식 - 투자
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
성 기준을 충족하는 … MSCI Europe (Net 
TR) 지수를 초과하는 인컴수익과 자본증식
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
성 기준을 충족하는 … MSCI Europe (Net TR)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럽 지속
가능 가치 주식 - 투자
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체계적인 가치투자 접근법을 활용
하여 외국하위업자가 판단하기에 기업이 보
유한 장기적인 잠재 수익에 비해 현저히 저
평가된 기업들로 선별된 포트폴리오에 투자
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가치주(Value)”에 집중 투자합니
다. 가치주란 현금흐름, 배당금, 수익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외국하위집합투자
업자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증
권입니다. 
[…]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기
에 통상 3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 지속가
능성 관행을 개선할 예정인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기
후변화 주식 - 투자방
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
계에 따라 MSCI World (Net TR) 지수보다 전
반적으로 높은 배출 방지 수준을 유지합니
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MSCI All Country World (Net TR) 지
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배출 방지 수준을 유
지합니다. 
[…] 
본 펀드는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 및 선강퉁을 매개로 직접 
또는 (참여증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A 
주식, 과창판과 ChiNext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그레이터 
차이나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
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30% 미만을 …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30%* 
미만을 …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부로 50%로 변경 예정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재팬 오퍼
튜니티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Tokyo Stock Exchange 1st Section 
Index (TOPIX) (Net TR) 지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부록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이머징 마켓 멀티에셋, 슈로더 IS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슈로더 ISF 글로벌 타
겟 리턴 – 투자방침에 아래 내용 추가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 확대기 및 인플레이션 상승기, 지정학적 위험 상승기 등의 시장 상
황이나 경제 성장 하락기, 이자율 상승기 또는 지정학적 위험 상승기에 신용스프레드 확대
가 예상될 때의 목표는 일시적으로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멀
티에셋 인컴 - 투자방
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전세계 이
머징 마켓 국가 또는 … 기업의 주식 및 주
식 관련 증권, 채권 및 대체자산군에 직접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전세계 이머징 마켓 국가 또는 …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채권 및 대체
자산군에 직접 투자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아시안 채
권 토탈 리턴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특히 총수익스왑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리부 증권 및 상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총수익스왑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

특히 저조한 경제성장기, 이자율 하락기 및 하
위집합투자업자가 국채 스프레드 차익이 축소
되리라고 예상하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
정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목표는 총수익스
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수익스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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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0%에서 3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
니다.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서 5% 수준일 것
으로 예상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로 본드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총수익스왑 
포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가 총수
익스왑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은 이 펀드가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총수익
스왑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리부 증권 및 상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
포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
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에 대한 총 노출도
(gross exposure)는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서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 비율은 더 높
아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 특정 위험 고려사항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슈로더 ISF 유로 본드, 슈로더 ISF 유로 국채, 슈로더 ISF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슈
로더 ISF 숏 듀레이션 다이나믹 채권, 슈로더 ISF 스트래티직 채권 – 특정 위험 고려사항 
중 아래 내용 삭제 
 
채권 총수익스왑을 통해 취득한 롱/숏 포지션으로 인하여 신용 관련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
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로 단기 
채권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은 3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며 각 채권의 잔여만기는 5년을 초과하
지 아니합니다.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각 채권의 유효 만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로 국채 
-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유로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ICE BofA Merrill Lynch Euro Direct 
Government 지수를 초과하는 인컴수익과 자
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펀드는 유로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
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ICE 
BofA Merrill Lynch Euro Government 지수를 초
과하는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로 국채  
슈로더 ISF 글로벌 채
권 
슈로더 ISF 글로벌 인
플레이션 연계 채권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총수익스왑 
포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가 총수
익스왑 및 차액계약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은 이 펀드가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따
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됩니
다. 특히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리부 증권 및 
상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
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 및 차
액계약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
서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상
황에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채
권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Bloomberg Global Aggregate Bond 
지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
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
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아시안 로
컬 커런시 채권 - 투자
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특히 총수익스왑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고정 금리부 증권 및 상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총수익스왑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
가치의 0%에서 3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
니다.  

저조한 경제성장기, 이자율 하락기, 하위집합
투자업자가 국채 스프레드 차익이 축소되리라
고 예상하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목표는 총수익스왑을 활
용하는 것입니다. 총수익스왑에 대한 총 노출
도(gross exposure)는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서 5% 수준일 것으로 예
상됩니다.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iBoxx Asian Local Currency Bond 
지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
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
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유로 회사 
채권 -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전세계 회사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제한 후 IC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Euro Corporate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펀드는 전세계 회사들이 발행한 유로화 표
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
제한 후 ICE BofA Merrill Lynch Euro 
Corporate 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증식과 인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이머징 마
켓 채권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특히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은 주식 및 주
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리부 증권 및 상
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확대기 또는 이자율 상승기
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
서 목표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을 일시적으
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이머징 마
켓 하드 커런시 채권 -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2022년 8월 16일부로 목표 벤치마크가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 지수로 변경
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이머징 마
켓 하드 커런시 채권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자산의 60%까지 기업 발행 증권.  
 
 
 
특히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은 주식 및 주
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리부 증권 및 상
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 및 차액
계약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
서 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의 60%*까지 기업 발행 증권.  
 
*2022년 8월 16일부로 20%로 변경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확대기 또는 이자율 상승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목
표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을 일시적으로 활
용하는 것입니다.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은 고
정/변동 금리부 증권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서 
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멀
티 크레딧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22년 8월 16일부로 본 펀드의 명칭이 슈로더 
ISF 지속가능 글로벌 멀티 크레딧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Sustainable 
Global Multi Credit)으로 변경됩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멀
티 크레딧 -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22년 8월 16일부로 다음과 같이 투자목적
이 변경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
성 기준을 충족하는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
부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3-5년간 수수료를 공
제한 후 Bloomberg Multiverse (TR) ex 
Treasury A+ to B- USD Hedged 지수를 초과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하는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멀
티 크레딧 - 투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2022년 8월 16일부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
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마켓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
는 투자등급 및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Standard & Poor’s가 평가한 신용등급, 또는 
다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 기준)에 투자힙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Bloomberg Multiverse (TR) ex 
Treasury A+ to B- USD Hedged 지수보다 전
반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자 절차에 대
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목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기준
에 따라 우수한 지배구조 관행을 갖춘 기업들
에 투자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성 항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지속가능성 사안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본 펀드가 보유
한 기업들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
법과 기업의 경영 참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chroders.com/en/lu/private-
investor/strategic-
capabilities/sustainability/disclosures 
 
본 펀드는 다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부적격등급
(S&P 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여타 신용평
가기관이 부여한 이에 상응하는 채권 등급 또
는 미등급채권의 경우 슈로더의 자체 부여 등
급) 증권. 
- 자산의 20%까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
당증권. 
- 자산의 30%까지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중 10%까지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투자제한 항목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펀드는 또한 자산의 1/3까지 다른 증권(다
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 투자자산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창출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에도 투
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글로벌 멀
티 크레딧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펀드 특징 -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숏 듀레이
션 다이나믹 채권 - 투
자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해당 시장의 다양한 업종에 걸쳐 
신용시장, 금리, 외환 및 변동성 계약에 대한 
롱/숏 포지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
생상품(총수익스왑 포함)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이
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본 펀드가 총수익스왑을 활용할 경우 기
초자산은 본 펀드가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
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
성됩니다. 특히 총수익스왑은 고정/변동 금리
부 증권에 대한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30%를 초과하
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서 10%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 비
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해당 시장의 다양한 업종에 걸쳐 
신용시장, 금리, 외환 및 변동성 계약에 대한 
롱/숏 포지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합니다.  
 
[…]  
 
본 펀드는 규제시장(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을 통한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CIBM) 및 CIBM 직접 투자 포함)을 통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차이나 로
컬 커런시 채권 - 투자
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총수익스왑 
포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가 총수
익스왑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은 이 펀드가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총수익
스왑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 고정/변동 금
리부 증권 및 상품지수에 대한 롱/숏 익스포
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
익스왑에 대한 총 노출도(gross exposure)는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의 0%에
서 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상
황에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투자이익을 달성하거나 위험을 줄
이거나 혹은 펀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롱숏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의 평가 체계
에 따라 iBoxx ALBI China Onshore 지수보
다 전반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점수를 유지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자 절
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펀드 특징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부록 
슈로더 ISF 시큐리타
이즈드 크레딧 - 투자
방침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2022년 9월 1일자로 다음 내용이 투자방침에 
추가됩니다: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는 고유의 도구(tool)을 
활용하여 잠재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평가합니다. 본 펀드는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의 평가 체계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으로 평
가된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붙임 2]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
익률 (세전 기준)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최신 벤치마크 정보 (변경 및 변경 예정 사항)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