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번역본] 본 자료는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영문과 국문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자료가 

우선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슈로더 역외펀드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이하 ‘Schroder 

ISF’) 의 평가 원칙 적용 

 

현재 시장은 과도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슈로더는 일부 자산 군에서 

펀드가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슈로더는 Schroder ISF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이러한 변동성을 처

리하기 위해 당사의 관련 평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일부 펀드에서 보유한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슈로더는 당사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고객과 환매 고객 모

두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평가 방법에 있어서 희석화 조정(Dilution Adjustment)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자산의 거래에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시되는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NAV; 기준가)에 대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정의 조합은 현재 펀드의 보유 자산 및 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을 반영하여 펀드의 일

일 순자산가치(NAV; 기준가)에 대해 1% 내지 5% 사이의 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펀드내 기초자산들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특정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슈로더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모든 투

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정상적인 수준

으로 돌아오게 되면 일반적인 가격 책정 방법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Schroder ISF의 하위펀드 목록은 요청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목록은 매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펀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02-3783-0500) 문의하거나 

europeclientservices@schroders.com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of valuation principles in current market circumstances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range 
Schroder Special Situations Fund range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period of severe market volatility. This has resulted in a 
need to consider how we appropriately value securities across some asset classes. 
 
So that Schroders is treating investors in our fund ranges fairly, we have applied our 
relevant valuation principles to deal with this volatility.  This means that an adjustment will 
be made in appropriate cases so that securities held within some of our funds are valued at 
a price that we believe would be achievable in the market. 
 
This decision has been take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in our funds and for the 
fair treatment of both continuing and redeeming investors.  
 
These principles may be applied in conjunction with a dilution adjustment, which is an 
adjustment to the fund’s published net asset value per share to counter the impact of 
dealing and other costs. 
 
The combination of these adjustments could currently result in an aggregate adjustment of 
between 1% and 5% of a fund’s daily net asset value, depending on the fund’s holdings and 
market conditions. 
 
These adjustments do not reflect the underlying performance of the funds. They are a result 
of the impact of the extraordinary market circumstances that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We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the fair 
treatment of all investors. Once market volatility returns to normalised levels, we would 
expect to revert to our usual pricing methodologies. 
 
A list of the funds in the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and Schroder Special 
Situations Fund ranges that are affected by the above arrangements is available on request. 
Please note that this list may change on a daily basis. 
 
For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fund, please contact your financial 
adviser or send your request to europeclientservices@schro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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