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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 소집 결의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집합투자규약 제37조 등에 의거하여 수익자총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1. 투자신탁명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일 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3.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센터빌딩 13층 1강의실 

4. 회의 목적 사항 및 소집 이유 - 《부의 안건》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동 펀드에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단일 편입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펀드) Schroder ISF 

Global High Yield(C Acc USD)의 Schroder ISF Global Credit Income(C Acc USD)로의 변경과 그에 따른 

동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 참조지수 변경 등에 대해 결정하고자 함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의 건: 동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피투자 펀드 

변경[Schroder ISF Global High Yield(C Acc USD)의 Schroder ISF Global Credit Income(C Acc USD)로의 

변경]과 그에 따른 동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 참조지수 변경 등 

※ 주요 변경 내용은 [별첨]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 및 기타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은 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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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 및 기타 변경 사항 

제1호 의안 -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의 건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피투자 펀드 

변경[Schroder ISF Global High Yield(C Acc USD)의 Schroder ISF Global Credit Income(C Acc USD)로의 

변경]과 그에 따른 동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 참조지수 변경 등 

 

구분 현재 제1호 의안(주요 내용) 

펀드의 
명칭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슈로더글로벌채권인컴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펀드의 
투자목적 

투기등급(투자 부적격)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Schroder ISF Global High Yield’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 

투자적격등급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용등급의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Schroder ISF Global Credit 
Income’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 

펀드의 

참조지수 

Barclays Capital Global High Yield Corporate 2% 

Issuer Capped Bond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Bloomberg Multiverse ex Treasury A+ to B- USD 
Hedged Index 95% + Call 금리 5% 

피투자펀드 Schroder ISF Global High Yield (C Acc USD)  Schroder ISF Global Credit Income (C Acc USD) 

피투자펀드 
주요 

투자전략 

전세계의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고 여러 통화들로 표시된 채권이나 기타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 및 

수익을 추구. 

피투자 펀드의 순자산 중 최소 70%는 

투자적격등급(Standard & Poor’s가 평가한 신용등급, 

또는 다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 기준) 미만(즉, 투자부적격)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 

 

전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 및 인컴 수익을 추구. 

하락시장에서 손실을 경감하고자 하나 손실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액티브 운용 펀드이며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이머징 

시장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발행하는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 다음에 투자 가능.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부적격등급 증권 

자산의 20%까지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증권 

자산의 10%까지 전환사채(조건부 자본증권 포함) 

자산의 10%까지 개방형 투자펀드  

(이하 생략)  

피투자펀드 

운용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New York 소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London 소재) 

 

※참고 - 기타 변경 사항(수익자총회 의결 사항은 아님) 

구분 현재 변경(안) 

판매보수 

종류A: 연 0.50% 

종류A-e: 연 0.25% 

종류C: 연 1.00% 

종류C-e: 연 0.50% 

종류C-P: 연0.85% 

종류C-Pe: 연0.425% 

종류C-CP(퇴직연금): 연0.80% 

종류C-CP(퇴직연금): 연0.40% 

종류A: 연 0.40% 

종류A-e: 연 0.20% 

종류C: 연 0.80% 

종류C-e: 연 0.40% 

종류C-P: 연0.60% 

종류C-Pe: 연0.30% 

종류C-CP(퇴직연금): 연0.40% 

종류C-CP(퇴직연금): 연0.20% 

환매대금 

지급일 

오후 5시 이전(후):  

제4(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10)영업일 대금 지급 

오후 5시 이전(후):  

제4(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8(9)영업일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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