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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계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증식 달성을 추구합니다

운용성과 (%)

종류(클래스) 최초설정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1년 3년 5년 10 년 설정이후

A 2020.07.27 -1.5 3.9 19.9 3.9 - - - - 25.1

A-e 2020.07.27 -1.5 4.0 20.1 4.0 - - - - 25.4

C 2020.07.27 -1.6 3.8 19.7 3.8 - - - - 24.8

C-e 2020.07.27 -1.5 3.9 20.0 3.9 - - - - 25.3

S 2020.08.07 -1.5 4.0 20.2 4.0 - - - - 24.0

S-P 2020.08.07 -1.5 4.0 20.2 4.0 - - - - 24.1

C-P 2020.07.27 -1.6 3.8 19.8 3.8 - - - - 25.0

C-Pe 2020.07.27 -1.5 3.9 20.0 4.0 - - - - 25.3

C-CP(퇴직연금) 2020.07.27 -1.5 3.9 19.8 3.9 - - - - 25.0

C-CPe(퇴직연금) 2020.07.27 -1.5 4.0 20.0 4.0 - - - - 25.3

펀드 개요

펀드 매니저 장정주

운용시작일 2020.07.27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펀드설정일 2020.07.27
펀드 통화 KRW
순자산(백만) KRW 140,624.03
기준가 KRW 1,250.81
월지급 유무 해당 없음
위험등급 2 [높은위험]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방법 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에 지급 
17시 이후: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에 지급

펀드코드

협회코드 K�����D�����

보수(연, %) 및 수수료(%)

종류(클래스)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보수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환매수수료

A 0.910% 0.150% 0.700% 0.040% 0.020% 1.000% - 없음

A-e 0.560% 0.150% 0.350% 0.040% 0.020% 0.500% - 없음

C 1.210% 0.150% 1.000% 0.040% 0.020% - - 없음

C-e 0.710% 0.150% 0.500% 0.040% 0.020% - - 없음

S 0.430% 0.150% 0.220% 0.040% 0.020% - 0.150% 없음

S-P 0.390% 0.150% 0.180% 0.040% 0.020% - - 없음

C-P 1.060% 0.150% 0.850% 0.040% 0.020% - - 없음

C-Pe 0.635% 0.150% 0.425% 0.040% 0.020% - - 없음

C-CP(퇴직연금) 1.010% 0.150% 0.800% 0.040% 0.020% - - 없음

C-CPe(퇴직연금) 0.610% 0.150% 0.400% 0.040% 0.020% - - 없음

-A 클래스 선취수수료: 1.0% 이내 / A-e: 0.5% 이내
*S 클래스 후취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은 사유 발생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단순 누적수익률, 보수공제 후 세전 수익률 기준

http://schro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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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현황

업종별, 국가별 및 지역별 비중, 그리고 상위 10 종목은 하위 역외펀드 순자산 총액 기준이며, 기준일의 1개월 전 자료 입니다.

업종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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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

Alphabet Inc 5.1

Microsoft Corp 4.6

Booking Holdings Inc 3.6

Texas Instruments Inc 3.4

Recruit Holdings Co Ltd 3.2

Tencent Holdings Ltd 3.2

Assa Abloy AB 3.0

Roche Holding AG 2.9

AIA Group Ltd 2.9

adidas AG 2.8

파생상품은 가능한 경우 기본 익스포져에 대한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파생상품 유형별로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대한 비중은 각 차트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투자유의사항

본 자료는 판매회사 임직원용으로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므로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최종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운용실적이나 전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 및 환헤지 발생수익은 과세됩
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제외한 여타 투자자산의 매매평가차익도 배당소득으로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펀드 개요에 기재된 기준가는 A클래스기준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전화: 02-6390-5000, www.schroders.co.kr

http://schrod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