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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수익자 및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이하 "투자신
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4월 28일 현재의 재무
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투자신탁의 2021년 4월 28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서 제5003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투자
신탁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
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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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투자신탁은 2020년 4월 28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은 2021년 4월 29일자에 투자신탁계약이 전액 해지되었으며, 동 일자
로 신탁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
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투자신탁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
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투자신탁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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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투자신탁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
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 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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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길 12
하 나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유 종 목
2021년 5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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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제2기
2020년 04월 29일 부터
2021년 04월 28일 까지

제1기
2019년 04월 29일 부터
2020년 04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영재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타워1동 22층
(여의도동, 파크원)
02-21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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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2 기 2021년 4월 28일 현재
제 1 기 2020년 4월 28일 현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과

목

(단위 : 원)
제 1(전) 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 2(당) 기

자 산
I. 운용자산
1. 현금및예치금
(1) 예치금(주석3)
2. 유가증권
(1) 지분증권(주석4)

62,517,636,204

44,159,638,605

62,517,636,204

35,881,819

62,517,636,204

35,881,819

-

44,123,756,786

-

44,123,756,786

II. 기타자산

402,572

1. 미수이자

401,727

2. 기타자산

845

자산총계

12,915
12,915
-

62,518,038,776

44,159,651,520

5,456,212,957

414,705

부 채
I. 기타부채
1. 미지급집합투자업자보수(주석5,8)

14,951

12,235

2. 미지급신탁업자보수(주석5)

14,951

12,235

3. 미지급사무수탁보수(주석5)

14,951

12,235

4. 미지급이익분배금(주석7)
5. 미지급비용

5,453,492,394

-

2,675,710

378,000

부채총계

5,456,212,957

414,705

자본
I. 원본(주석6,11)

57,061,825,819

57,721,274,480

-

(13,562,037,665)

자본총계

57,061,825,819

44,159,236,815

부채및자본총계

62,518,038,776

44,159,651,520

II.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주석7,11)
(총좌수)
당기말:
Class A:56,969,288,510좌
Class A-E:92,537,309좌
전기말:
Class A:57,628,737,171좌
Class A-E:92,537,309좌
(1,000좌당 기준가격)
당기:
Class A:1000.00
Class A-E:1000.00
전기:
Class A:765.04
Class A-E:765.07

"주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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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 2 기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제 1 기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과

목

1. 투자수익

제 1(전) 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 2(당) 기

I. 운용수익

(단위 : 원)

18,989,637,818

(13,527,702,761)

31,810,624

15,022,523

(1) 이자수익

494,537

2,848,747

(2) 기타수익

31,316,087

12,173,776

19,011,760,394

402,500

19,011,760,394

402,500

53,933,200

13,543,127,784

53,933,200

13,543,127,784

2. 매매차익과평가차익
(1) 수익증권매매차익
3. 매매차손과평가차손
(1) 수익증권매매차손
II. 운용비용

7,254,646

66,195,087

1. 운용수수료(주석5,8)

54,047

53,215,387

2. 수탁수수료(주석5)

54,047

5,345,482

3. 사무관리수수료(주석5)

54,047

2,686,038

7,092,505

4,948,180

4. 기타비용
III. 당기순이익(손실)(I-II)
(주석7,9,10)

18,982,383,172

(13,593,897,848)

IV. 1,000좌당 순이익(손실)
(주석9)
Class A:

330.68

Class A:

(234.79)

Class A-E:

330.57

Class A-E:

(234.93)

"주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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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 2 기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제 1 기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과

목

I. 전기초금액

(단위 : 원)

이 익
잉여금

자본금

총 계

-

-

-

57,980,680,418

-

57,980,680,418

(259,405,938)

-

(259,405,938)

당기순이익(손실)

-

(13,593,897,848)

(13,593,897,848)

설정조정금

-

-

-

해지조정금

-

31,860,183

31,860,183

이익분배금(주석7)

-

-

-

II. 전기말금액(주석11)
(총좌수)
Class A:57,628,737,171좌
Class A-E:92,537,309좌
(1,000좌당 기준가격)
Class A:765.04
Class A-E:765.07

57,721,274,480

(13,562,037,665)

44,159,236,815

I. 당기초금액

57,721,274,480

(13,562,037,665)

44,159,236,815

-

-

-

해지환급액

(659,448,661)

-

(659,448,661)

당기순이익

-

18,982,383,172

18,982,383,172

설정조정금

-

-

-

해지조정금

-

33,146,887

33,146,887

이익분배금(주석7)

-

(5,453,492,394)

(5,453,492,394)

57,061,825,819

-

57,061,825,819

추가모집
해지환급액

추가모집

II. 당기말금액(주석11)
(총좌수)
Class A:56,969,288,510좌
Class A-E:92,537,309좌
(1,000좌당 기준가격)
Class A:1000.00
Class A-E:1000.00

"주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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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 기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제 1 기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

1. 투자신탁의 개요

유진더블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호[ELS-파생형](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거 2019년 4월 29일 설정되
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당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파생형)집합투자기구로서 S&P500 지
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움직임과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결합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ELS-파생형)입니다. 또한, 당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하 "클래스")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는 각각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농
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등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
하는 경우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영업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 시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
고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영업일(17시 경과 후 환매청
구 시 제 6영업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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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사항

가입대상

Class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원본보존

원본보정약정 없음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1개월간
다만,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함
다만,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계약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
탁계약의 해지일까지

이익계산

기준가격방식에 의한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

환매수수료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 6 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운용방법

세부투자비율 및 투자비율은 다음과 같음(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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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종목
파생결합증권

세부투자비율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 60%이상
가. S&P500 지수, HSCEI 지수 및 EUROSTOXX50 지수의 움직임과 연
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다. 다음과 같은 손익구조를 가진 파생결합증권
1) 설정일 이후 매 6 개월마다 도래하는 각 회차별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에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의 각
종가 이하 "최초기준가격") 대비 순차적으로 [95%(6개월-95%(12개월)
-90%(18개월)-90%(24개월)-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4.20%세
전)]수준의 수익률로 자동 조기상환
2) "1차 리자드상환조건" 충족시 절대수익률 2.10%수준(세전)의 수익
률로 조기상환
["1차 리자드상환조건"이란 1차 조기상환평가일(6개월)까지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1차 조기상환평가일(6개월)의 기준가격결정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85%미만으
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3) "2차 리자드상환조건" 충족시 절대수익률 4.20%수준(세전)의 수익
률로 조기상환
["2 차 리자드상환조건"이란 2차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까지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차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의 기준가격결정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75%미만으
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4)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각 종
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 인 경우 [연 4.20%(세전)]수
준 수익률로 만기수익상환
5)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는 세 기초자산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 하락률 수준으로 원금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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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및 한국의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
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가격의 계산

당일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함)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2)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
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
기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매매차익 및 매매차손의 계정과목에 포함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등 수익의 인식기준

이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채권에
대한 이자는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락일에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된 손익은 매매
계약 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소득세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집합증권투자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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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조정금/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하
는 날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 산출하고 이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본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에서 원본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6) 회계기간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
입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입니다.

(7) 현금흐름표의 작성생략

투자신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
여야 하지만, 기준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용자산의 유동성이 크고 공정가치로 평
가 되었으며, 투자신탁의 부채가 중요하지 않아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생략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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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예치금

(1) 예치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신탁의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거래처

연이자율

농협은행 주식회사

0.23%

장부금액
62,517,636

<전기말>
(단위 : 천원)
거래처

연이자율

농협은행 주식회사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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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금액
35,882

4. 유가증권

(1) 지분증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당기말에는 보유중인 지분증권이 없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액면가

취득원가

장부가액

신용등급

만 기

미래에셋대우(ELS)27209

16,620,020

16,428,890

12,584,023

AA0

20220428

한국투자증권(ELS)7524

16,678,000

16,486,203

12,617,594

AA0

20220428

KB증권(ELS)2019-7417

10,000,000

9,885,000

7,574,094

AA+

20220428

하나금융투자(ELS)9578

15,000,000

14,827,500

11,348,046

AA0

20220428

58,298,020

57,627,593

44,123,757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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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1) 보수의 구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
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보수산출기간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
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가)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인출에 한함) 또는
(다) 전부해지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고 있습니다.

(3) 보수산정방법과 보수율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표의 보수율에 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과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수율

6개월 경과후부터
해지일까지 보수율

구분

회사명

비용구분

집합투자업자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운용수수료

연 1,000분의 2.00 연 1,000분의 0.001

신탁업자

농협은행주식회사

수탁수수료

연 1,000분의 0.20 연 1,000분의 0.001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사무관리수수료

연 1,000분의 0.10 연 1,000분의 0.001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외

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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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분의 0.00

연 1000분의 0.00

Class A: 납입금액의 1.00%
Class A-E: 납입금액의 0.50%

(4) 집합투자규약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기 중 지급하여야 할 투자신탁재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수료 미지급금의 내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지급처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집합투자업자보수

유진자산운용㈜

15

12

미지급판매회사보수

농협은행(주) 외

-

-

미지급신탁업자보수

농협은행㈜

15

12

미지급사무수탁보수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15

12

45

36

합 계

나. 수수료 금액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지급처

당 기

전 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유진자산운용㈜

54

53,215

판매회사보수

농협은행(주) 외

-

-

신탁업자보수

농협은행㈜

54

5,345

사무수탁보수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54

2,686

162

61,246

합 계

6. 원본액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좌 ,원)
종 류
Class A
Class A-E
합 계

당기말
총좌수

전기말
원본액

총좌수

원본액

56,969,288,510좌

56,969,288,510

57,628,737,171좌

57,628,737,171

92,537,309좌

92,537,309

92,537,309좌

92,537,309

57,061,825,819좌

57,061,825,819

57,721,274,480좌

57,721,2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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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익분배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분배가능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과 목
Ⅰ.전기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

Class A

Class A-E

합 계

(13,540,297,595)

(21,740,070)

(13,562,037,665)

Ⅱ.당기순이익

18,951,793,025

30,590,147

18,982,383,172

Ⅲ.설정조정금

-

-

-

Ⅵ.해지조정금

33,146,887

-

33,146,887

Ⅴ.분배가능액
(Ⅰ+Ⅱ+Ⅲ+Ⅵ)

5,444,642,317

8,850,077

5,453,492,394

Ⅵ.이익분배금

(5,444,642,317)

(8,850,077)

(5,453,492,394)

-

-

-

Ⅶ.차기이월이익잉여금
(Ⅴ+Ⅵ)

<전기말>
(단위 : 원)
과 목
Ⅰ.전기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

Class A

Class A-E

합 계

-

-

-

(13,572,157,778)

(21,740,070)

(13,593,897,848)

Ⅲ.설정조정금

-

-

-

Ⅵ.해지조정금

31,860,183

-

31,860,183

Ⅴ.분배가능액
(Ⅰ+Ⅱ+Ⅲ+Ⅵ)

(13,540,297,595)

(21,740,070)

(13,562,037,665)

Ⅵ.이익분배금

-

-

-

(13,540,297,595)

(21,740,070)

(13,562,037,665)

Ⅱ.당기순이익(손실)

Ⅶ.차기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Ⅴ+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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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좌와의 거래 및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
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과 채무의 잔액
(단위 : 천원)
거래처
유진자산운용(주)

계정과목

당기말

미지급집합투자업자보수

전기말
15

12

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거래처
유진자산운용(주)

계정과목

당 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전 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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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5

9. 1,000좌당 순이익

당기와 전기의 1,000좌당 당기순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좌)
구 분
Class A
Class A-E
합 계

Ⅰ. 당기순이익

Ⅱ. 가중평균좌수

Ⅲ.1,000좌당
당기순이익

18,951,793,025

57,312,284,415

330.68

30,590,147

92,537,309

330.57

18,982,383,172

57,404,821,724

330.68

<전기>
(단위 : 원, 좌)
구 분
Class A
Class A-E
합 계

Ⅰ. 당기순이익(손실)

Ⅱ. 가중평균좌수

Ⅲ.1,000좌당
당기순이익(손실)

(13,572,157,778)

57,805,747,884

(234.79)

(21,740,070)

92,537,309

(234.93)

(13,593,897,848)

57,898,285,193

(234.79)

10. 과세대상소득

당기와 전기의 투자신탁의 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과세대상소득(A)

18,982,383

(13,593,898)

당기순이익(손실)(B)

18,982,383

(13,593,898)

100%

100%

과세대상소득비율(A/B)

- 20 -

11.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계산서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좌)
구 분

당기말

전기말

Ⅰ. 재무상태표 자산

62,518,038,776

44,159,651,520

Ⅱ. 재무상태표 부채

5,456,212,957

414,705

Ⅲ. 신탁재산의 순재산(Ⅰ-Ⅱ)

57,061,825,819

44,159,236,815

Ⅳ. 집합투자증권 총좌수

57,061,825,819

57,721,274,480

1,000.00

765.04

Ⅴ. 1,000좌당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좌)
구 분
Class A
Class A-E
합 계

신탁재산순자산총액

수익증권총좌수

수익증권천좌당
기준가격

56,969,288,510

56,969,288,510

1,000.00

92,537,309

92,537,309

1,000.00

57,061,825,819

57,061,825,819

1,000.00

<전기말>
(단위 : 원, 좌)
구 분
Class A
Class A-E
합 계

신탁재산순자산총액

수익증권총좌수

수익증권천좌당
기준가격

44,088,439,576

57,628,737,171

765.04

70,797,239

92,537,309

765.07

44,159,236,815

57,721,274,480

7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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