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9. 5. 31.)

블랙록 글로벌 펀드 [펀드 코드: 01678]
투자위험등급: 각 하위
펀드별 위험등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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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블랙록 글로벌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각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

매우
다소
매우
높은
보통 낮은
높은
높은
낮은 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 자 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는 각 개별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본 회사의 개별펀드 운용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상품.

·

분류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모집(판매) 기간
효력발생일
판매회사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BlackRock (Luxembourg) S.A.)
추가형·개방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존속 기간

2019. 5. 31.

수량 제한 없음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2주식, A6주식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

2.0% 이내. 각 판매회사가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11. 라.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패턴 등을 따른 과다한 비정상적 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운용 등
보수
(연, %)

A주식의 경우 없음.
주식형펀드 : 1.50-2.00%
채권형펀드 : 0.75-1.50%
혼합형펀드 : 1.35-1.50%
단기금융펀드 : 0.60%

기타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6. 나 하위 펀드의 구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6. 나 하위 펀드의 구성’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사항

주1) 총비용(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세금, 사무관리비용, 보관비용 및 기타 영업
비용 등 총 합계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본 회사가 보관기관 등에 지급하는 운용보수 이외의 나머지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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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매수 신청
판매회사의 매수신청 확인 (거래신청확인서 교부)
판매회사의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매수주문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수체결 통보
(판매가격 및 수량)

제3영업일까지(T+2)

-

매수대금 결제
고객에게 매수거래확인서 발송

제1영업일 (T)

-

고객의 환매 신청
판매회사의 환매신청 확인 (거래신청확인서 교부)
판매회사의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환매주문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도체결통보
(매도가격 및 체결금액)

제1영업일 (T)
매입 방법

제2영업일 (T+1)

환매 방법
제2영업일 (T+1)

제6영업일까지(T+5) -

기준가

매도금액 송금수령 및 고객계좌이체

기준가격의 결정

모든 가격은 거래일(룩셈부르크의 은행영업일)에 거래 주문의 수령을
위한 마감시간(룩셈부르크 시간으로 12:00 정오) 이후에 결정

가격표시 방법

해당 펀드의 거래 통화(들)로 표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각 지역의 투자자 서비스 담당부서, 판매회사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설정일

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투자대상

1997. 1. 2.

아시아 드래곤 펀드
(Asian Dragon Fund)

70% 이상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
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6. 2. 2.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Asian Tiger Bond Fund)

70% 이상

‘아시아 타이거’ 국가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
활동을 하는 자가 발행한 채권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 가능)
* 기타 비투자등급의 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RQFII 투자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를 통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5. 7. 22.

유럽대륙 스타일 배분 펀드
70% 이상
(Continental European Flexible
Fund)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
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1995.12. 29.

이머징 유럽 펀드
(Emerging Europe Fund)

유럽 이머징 시장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
을 하는 회사의 주식
*기타 지중해 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
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70% 이상

2

설정일

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투자대상

2004. 10. 1.

이머징 마켓 채권펀드
(Emerging Markets Bond Fund)

70% 이상

이머징 시장의 정부·정부기관 및 그곳에 설립되어 있거나, 주
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투자등급 이하의 채
권에 투자 가능)
* 기타 비투자등급의 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터키, 우크
라이나, 베네주엘라 국가들의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으
로서 정식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비투자등급인 채무증권에
순자산의 10% 이상(단 20% 이내)을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1993. 11.30.

이머징 마켓 펀드
(Emerging Markets Fund)

70% 이상

이머징 시장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
는 회사의 주식
* 기타 선진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로서 이머징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4. 3. 31.

유로 채권 펀드
(Euro Bond Fund)

80% 이상
70% 이상

투자등급 채권
유로화 표시 채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60.4%#

2006. 7. 31.

유로 회사채 펀드
(Euro Corporate Bond Fund)

70% 이상
30% 이하

투자등급의 양도성 회사채
비투자등급 채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9. 1. 4.

유로 중기채권 펀드
(Euro Short Duration Bond Fund)

80% 이상
70% 이상

투자등급 채권
유로화로 표시된 만기 5년 미만 채권 (투자대상의 평균 만기는
통상 3년 이하)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54.3%#

1999. 1. 4.

유로 시장 펀드
(Euro-Markets Fund)

70% 이상

EMU(유럽통화연합)에 참여하는 유럽연합회원국에 설립되어 있
는 회사의 주식
* 기타 장래에 EMU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문회사
가 판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및 기타 지역에 소재하지만
EMU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 등을 포함한 각종 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3.11. 30.

유럽 펀드
(European Fund)

70% 이상

유럽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2. 10.14.

유럽 셀렉트 펀드
70% 이상
(European Special Situations Fund)

주로 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
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특수 상황” 회사에 중점
적으로 투자. 이러한 회사는 주로 평균 이상의 수익 또는 매출
성장률, 자본수익 증대 또는 개선과 같은 성장 특성을 보이는
저평가된 중소형주 또는 대형주에 해당. 이러한 회사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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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변경과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음.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본 펀드는 총자산의 최소 50% 이상을
중소형주에 투자. 중소형주는 매수 당시 유럽주식시장 시가총
액 기준 하위 30%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1. 8.

유럽 밸류 펀드
(European Value Fund)

70% 이상

유럽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특히 투자자문업자가 기본적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되어있다고
평가하는 회사)의 주식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7. 1. 31.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70% 이상
(Fixed Income Global Opportunities
Fund)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로 표
시된 채권
* 기타 비투자등급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5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1. 3.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Global Allocation Fund)

특별한
제한 없음
다만 통상적인
시장조건에
서는 70%
이상

정부 및 회사가 발행한 증권(특히 투자자문회사가 저평가되었
다고 판단하는 증권)
* 기타 소규모 회사 및 신흥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기타 투기등급 채권에도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본 펀드는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
인투자제도(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
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
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6. 2. 28.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펀드
(Global Dynamic Equity Fund)

70% 이상

전세계 회사(특히 투자자문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의 주식, 소규모 회사 및 신흥회사의 주식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6.10. 13.

글로벌 주식 배당 프리미엄 펀드 70% 이상
(Global Enhanced Equity Yield
Fund)

- 전세계 회사의 주식
- 국가/지역에 따른 제한없이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 추구함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7. 5. 13.

글로벌 정부채 펀드
(Global Government Bond Fund)

전세계의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투자등급 채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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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73.2%#
하이일드 채권
* 기타 (비투자등급을 포함한 모든 채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7. 6. 8.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Global High Yield Bond Fund)

70% 이상

1996. 2. 29.

글로벌 롱호라이즌 주식 펀드 70% 이상
(Global Long-Horizon Equity Fund)

국가/지역에 따른 제한 없이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함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4. 11. 4.

글로벌 소형주 펀드
(Global SmallCap Fund)

70% 이상

전세계의 소규모 회사(매수 당시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
준 하위 20%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
* 본 펀드 투자의 대부분이 글로벌 선진국들에 소재한 나라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펀드는 전세계 이머징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음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6. 4. 28.

인디아 펀드
(India Fund)

70% 이상

인도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
(본 펀드는 자회사(본 회사가 완전히 소유하는 자회사인
BlackRock India Equities (Mauritius) Limited)를 통하여도 투자할
수 있음)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7. 5. 13.

일본 중소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Japan Small&MidCap
Opportunities Fund)

70% 이상

일본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중소
형 회사(매수 당시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하위 30%
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5. 2. 28.

일본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Japan Flexible Equity Fund)

70% 이상

일본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
* 통상 시장 전망에 따라 중점을 두고 투자자문회사가 성장 또
는 가치 투자 특징을 보인다고 특히 판단하는 증권에 투자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1. 8.

중남미 펀드
(Latin American Fund)

70% 이상

중남미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
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6. 26.

이머징 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70% 이상
(Emerging Markets Local Currency
Bond Fund)

이머징 시장의 정부정부기관 및 그곳에서 설립되어 있거나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기관 및 정부가 발행한 현지통화
표시 채권
* 기타 (비투자등급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
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RQFII 투자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를 통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브라질, 헝가리,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국가들의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으로서 정식 투자설명
서 작성일 현재 비투자등급인 채무증권에 순자산의 10% 이상
(단 20% 이내)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1. 4. 6.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ustainable 70% 이상
Energy Fund)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재생가능 에너지 기
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업체, 대체연료,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관 및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기
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 다음의 업종으로 분류된 회사(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의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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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됨)에 투자할 수 없음; 석탄 및 소비재,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석유와 가스자원 산업.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4. 8. 5.

퍼시픽 주식 펀드
(Pacific Equity Fund)

70% 이상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
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미국달러 단기금융 펀드
(US Dollar Reserve Fund)

90% 이상

미달러화 표시 단기 자산과 현금성 자산 (MMF 규정에 따름)
* 단기금융펀드의 정의는 [첨부 1] 용어풀이 참조
* 유동화증권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총 자산의
15%까지 투자 가능
* 유동성 관리 목적 및 허용된 투자 목적으로 적격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및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투자 가능
* 금리위험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 활
용
* 투자자산에 내재된 금리 위험 및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활용
* 유동화증권과 ABCP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음

Multi -특별한
제한 없음

전세계의 주식, 채권(고수익채권 포함),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수
익증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 ESG특징을 고려하여 (i) 논란이 되는 무기(핵, 접속탄, 생화학,
지뢰, 눈 멀게 하는 레이저, 열화 우라늄, 소이무기)를 생산하거
나 이와 관련이 있는 발행인, (ii) 수입의 30% 이상을 연료탄
추출과 생산으로부터 얻는 발행인, (iii) 담배 생산자 및 수입의
15% 이상을 담배 소매업, 판매, 인가로부터 얻는 발행인, (iv)
민간인에게 소매판매하기 위한 총기를 생산하거나 이로부터
수입의 5% 이상을 얻는 발행인, (v) 인권, 노동규칙, 환경과 반
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발행인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 주류의 생산/판매/인가, 도박관련 활동이나 설비의 소유나 운
영, 원자력 관련 활동의 지원과 채굴, 및 성인용품의 생산 업종
에 종사하는 발행인의 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및/
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ABS, MBS, 비투자등급 채권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음

영국펀드
(United Kingdom Fund)

70% 이상

영국에서 설립되었거나, 영국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1. 8.

미국 밸류 펀드
(US Basic Value Fund)

70% 이상

미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특히 투자자문회사가 기본적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9. 4. 7.

미국달러 채권 펀드
(US Dollar Bond Fund)

90% 이상
70% 이상

투자등급 채권
미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1993.11. 30.

1999. 1. 4.

1985.12. 31.

ESG 멀티에셋
Asset Fund)

펀드(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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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투자대상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50%까지 투자 가능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
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72.9%#
1993.10. 29.

70% 이상

미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
*기타 비투자등급 포함한 모든 채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80% 이상
(US Dollar Short Duration Bond 70% 이상
Fund)

투자등급 채권
미달러화 표시 5년 미만 만기 채권 (평균 만기는 3년)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71.4%#

미국 스타일 배분 주식펀드
(US Flexible Equity Fund)

70% 이상

미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특히 투자자문회사가 성장 또는 가치투자 특성을 갖는다고 판
단하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5. 8. 2.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US Government Mortgage Fund)

80% 이상

정부국가저당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의 저당권담보부증권을 포함하여 위 기관 및 미국정부
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및 페니매(Fannie Mae) 및 프레
디맥(Freddie Mac)이 발행한 저당권담보부증권과 같이 저당권
부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기타 미국정부 증권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 ABS와 MBS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됨. 유동화 자산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기
관으로부터 투자등급을 받을 것이며, 정부 ABS와 MBS(agency
ABS and MBS)는 미국 국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짐.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118.6%#

1999. 4. 30.

미국 성장주 펀드
(US Growth Fund)

70% 이상

미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특히 투자자문회사가 평균 이상의 수익 또는 판매 성장률 및
자본수익 증대 또는 개선과 같은 성장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하
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7. 5. 13.

미국 중소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US Small&MidCap Opportunities
Fund)

70% 이상

미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중소
형 회사(매수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하위 30%
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85. 9. 4.

월드 채권 펀드
(World Bond Fund)

70% 이상

투자등급 채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50%까지 투자 가능

2007. 6. 8.

2002.10. 31.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
(US Dollar High Yield Bon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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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

투자대상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권
투자비중 평균: 69.8%#

2001. 4. 6.

월드 에너지 펀드
(World Energy Fund)

70% 이상

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및 배분에 경제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
는 회사의 상장주식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0. 3. 3.

월드 금융주 펀드
(World Financials Fund)

70% 이상

전세계의 금융서비스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월드 골드 펀드
(World Gold Fund)

70% 이상

전세계의 금광업 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
* 기타 귀금속, 광물 및 기초금속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
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 다만 동 펀드는 금이나 다른 금속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1. 4. 6.

월드 헬스사이언스 펀드
(World Healthscience Fund)

70% 이상

보건, 의약품, 의료기술 및 부품과 생명공학 개발 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7. 3. 24.

월드 광업주 펀드
(World Mining Fund)

70% 이상

철광석 및 석탄과 같은 기초금속 및 산업광물의 생산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채광 및 금속회사의 주식
* 기타 귀금속 또는 광물 채광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
의 주식에 투자 가능
* 다만 동 펀드는 금이나 다른 금속 실물을 보유하지는 아니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5. 3. 3.

월드 테크놀로지 펀드
(World Technology Fund)

70% 이상

전세계의 기술 관련 분야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회
사의 주식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8. 6. 24.

차이나 펀드
(China Fund)

70% 이상

중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0. 2. 9.

뉴트리션 펀드(Nutrition Fund)

70% 이상

포장, 처리, 유통, 기술, 식품 및 농업 관련 서비스, 종자, 농업
및 식품용 화학제품과 식품 생산업체를 포함한 식품과 농업 가
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전세계 농업 회사의 주식
*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
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1. 4. 15.

천연자원 주식 펀드
(Natural Resources Growth &
Income Fund)

70% 이상

광물, 에너지 및 농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천연자원부
분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
본성장 및 평균이상의 수익을 추구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1994.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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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일

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2005. 10. 14. 유럽 포커스 펀드
(European Focus Fund)

70% 이상

2009. 9. 18.

아시아 퍼시픽 주식 인컴 펀드
(Asia Pacific Equity Income Fund)

70%이상

2011. 8. 12.

이머징 마켓 주식 인컴 펀드
(Emerging Markets Equity Income
Fund)

70%이상

2010. 12. 3.

유럽 주식 인컴 펀드
(European Equity Income Fund)

70%이상

2010. 11. 12. 글로벌 주식 인컴 펀드
(Global Equity Income Fund)

70%이상

2012. 6. 28.

-특별한
제한 없음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Global Multi-Asset Income Fund)

투자대상
유럽에 설립되어 있거나 유럽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이머징 시장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
는 회사의 주식
* 이머징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선진
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유럽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의 주식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선진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
사의 주식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전세계의 주식, 채권(고수익채권 포함),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수
익증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포함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
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자산배분에 관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취함
*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5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7. 10. 19. 글로벌 회사채 펀드
(Global Corporate Bond Fund)

70%이상

전세계의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
화를 추구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 본 펀드의 최근 5년간 BBB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채
권 투자비중 평균: 86.7%#

2013. 2. 18.

70%이상

이머징 시장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
는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이머징 회사채 펀드
(Emerging Markets Corporate
Bon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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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일

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투자대상
*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20%까지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70%이상

현재 혹은 과거 아세안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
화를 추구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2. 10. 31. 아시안 그로스 리더스 펀드
(Asian Growth Leaders Fund)

70%이상

아시아(일본 제외)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
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 평균이상의 성장율이나 매출액 그리고 높은 수준의 혹은 향
상된 자본이익과 같이 성장투자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투자자
문회사에 판단하는 특정 업종이나 회사에 집중.
*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1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1. 11. 11. 차이나 채권 펀드
(China Bond Fund)

70%이상

중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발행인의 위안화 또는 중국
역내 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에 중국은행간채권시장
(CIBM), 장내채권시장, 쿼터제도와 같은 공인된 시스템을 통하
여, 역내/역외 발행을 통하여, 혹은 향후 개발되는 채널을 통하
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 RQFII 투자펀드 겸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
며 RQFII 쿼터, 외국인투자제도(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
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투자
가능
* 기타 비투자등급의 채권(총자산의 50%로 제한됨)을 포함한
모든 채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부실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10%로 제한되며 조건
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2. 8. 8.

아세안 리더스 펀드
(ASEAN Leaders Fund)

2017.10.26

차이나 A주 오퍼튜니티 펀드
(China A-Share Opportunities
Fund)

70%이상

중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발행
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
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정해진 투자한도 없이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투자목적 상 중국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은 제외
하며, 이에 따라 중국 역내 주식시장(A-주식)에만 투자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7.10.31

차이나 플렉서블 주식 펀드
(China Flexible Equity Fund)

70%이상

중국에 설립되어 있거나 그곳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발행
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RQFII 투자펀드 겸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RQFII 쿼
터 및/또는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하여 정해진 투자한도 없이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
중국 역내 및 역외 주식시장 간 유연하게 자산을 배분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8. 2. 6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Dynamic High Income Fund)

-특별한
제한 없음

유연한 자산배분정책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고
자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수익원을 분산하고자 하며, 변동/고
정 금리부, 투자등급/투기등급/미등급의 회사채와 국채를 포함
한 채권, 커버드 콜옵션(covered call options) 및 우선주와 같은
수익창출 자산에 상당 부분 투자.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주식, 주식관련증권, 채권, 집합투자기
구의 수익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모든 종류의 허용
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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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일

하위펀드 명칭

투자비율

투자대상
* 본 펀드는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
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본 펀드는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외국
인투자제도(Foreign Access Regime)를 통한 중국은행간 채권시
장(CIBM),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 및/또는 관계규정
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50%까지 투자 가능
* 부실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10%로 제한됨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됨
* 구조화채권(파생상품 포함)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30%로 제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09. 6. 19.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 펀드
(Global Inflation Linked Bond
Fund)

70%이상

전세계적으로 발행되는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여 실질수익을
최대화를 추구
투자등급인 채권 혹은 비투자적격증권(총자산의 10% 한도까
지)에 투자할 수 있음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 가능
* 대체로 만기가 20년 미만인 채권을 편입하고자 하나 1년 내
지 20년 범주에서 벗어나는 만기를 가진 채권에도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3. 2. 25.

월드 부동산 증권 펀드
70%이상
(World Real Estate Securities Fund)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거주용/상업용 부동산 회사 및 부동산 운
영회사와 부동산 지주회사(부동산투자신탁 등)이 포함됨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70%이상

전세계적으로 신기술/신흥기술의 리서치, 개발, 생산, 판매 관
련 분야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인공지능, 전산화, 자동화, 로봇공학, 기술분석, 전자상거래, 결
제시스템, 통신기술, 생산적 디자인과 같은 차세대 기술테마에
집중함.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대형주 및 중소형주에 투자. 대부분 전
세계 선진시장에 투자하나 이머징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음.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

2018. 9. 4

차세대 테크놀로지 펀드
(Next Generation Technology
Fund)

2.

투자전략

(1)

본 회사는 포지션 리스크와 전반적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시
행하여야 합니다. 본 회사는 파생상품의 유형, 기초자산 리스크, 수량적 제한 및 파생상품 거래와 연관된 리스
크 평가를 위하여 택한 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CSSF가 정하는 상세한 규정에 따라 CSSF에게 보고하여
야 합니다.

(2)

본 회사는 CSSF가 정한 조건에 따라 CSSF가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과 관련한 투자기법을 사용하
도록 승인됩니다. 단, 이러한 투자기법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 또는 헷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운용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한 조건과 제한은 2010년 룩셈부르크 법률
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금융기법 및 수단의 사용으로 인하여 본 회사의
원래의 투자방침과 투자제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4)

본 회사는 기초자산의 전체 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은 펀드의 총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수연계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8. 나. 투자제한” 중 (6)의 1) 내지 4)에 규정된 투자제한을 적용하
는데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유가증권에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제한의 준수에 있어 내재된 파생상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험평가액(Exposure)은 기초자산의 현재가치, 거래상대방 리스크, 장래의 시장변동 및 포지션 현금화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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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 기타 기술과 기법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추가하여 본 회사는 CSSF 공고 08/356(수시로 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본) 및
ESMA 지침 ESMA/22012/832EL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과 관련된 여타 기술과 기
법(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거래(“레포거래”)와 증권대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투자설명서의 별첨 G에는 증권금융거래 규정 2015 (2015/2365) 목적상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의 대상이 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 최대 및 예상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 비율은 한도가 아니며 실제
비율은 시장조건과 시장에서의 차입수요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하여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과 관련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법과 수단들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법들과 수단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적합하며

2)

아래와 같은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결될 것:
(i)

리스크 감소,

(ii)

비용 감소, 및

(iii)

본 회사 및 본 회사의 관련 하위펀드들의 리스크 기준 및 이들에게 적용되는 리스크 분산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준으로서 본 회사의 자본을 증액하거나 추가 수익을 창출.

3)

본 회사의 위험관리절차에 의하여 위험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그리고

4)

펀드가 표방하는 투자목적의 변동을 야기시키거나 투자설명서와 해당 KIID에 기재된 일반적인 위험 방
침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기법(금융파생상품 제외)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의 조건
을 충족합니다.
또한 상기한 거래들은 관련 펀드가 보유하는 자산 100%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i) 거래 체결 수
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회사가 환매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여된 증권의 반환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ii) 상기한 거래들이 관련 펀드의 투자방침에 따른 회사의 자산운용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야 합니다. 리스크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절차에 따라 감시됩니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의 일환으로 펀드는 수시로 투자자문회사들을 통하여 일부 모집 증권을 인수
하거나 하인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커미션과 수수료를 해당 펀드가 수령
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모든 투자자산이 해당 펀드의 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규정상 수탁회사/보관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식 투자설명서의 “별첨”에 각 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여 및 레포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자산가치 최대
및 예상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비율은 제한이 아니며 실제 비율은 시장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
지 않는 요인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6)

증권대차거래 및 잠재적 이해상충
각 펀드는 합산 기준 “별첨”에 기재된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까지 증권대여거래(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본 회사는 직접 또는 인정된 결제기관이 주관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거나 CSSF가 유럽연합 법률
에 규정된 감독규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신중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전
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대차프로그램을 통하여 증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12

2)

증권 차주는 CSSF가 유럽연합 법률에 규정된 감독규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신중한 감독규정의 적용
을 받아야 합니다.

3)

증권대차거래로부터 하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하는 어느 펀드의 순위험평가액(펀드의 위험평가
액에서 펀드가 수령한 담보물의 가치를 뺀 금액)은 2010년 룩셈부르크 법률 제43(2)항에서 정한 20%의
투자한도에 포함됩니다

4)

본 회사는 증권대차거래의 일부로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담보의 시가는 언제라도 대
여대상 증권의 시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상기한 담보는 대여대상 증권의 양도 전에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받아야 합니다. 상기 제3.5.1항의 (i)
에 언급된 중간 당사자를 통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 대상 증권은 (해당 중간 당사자가 거래의
적절한 완결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수령 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6)

본 회사는 언제라도 체결한 증권대여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여 증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대여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거래 관계 착수 시 면밀한 신용평가 및 개별 법인체 수준의 심층적인 검토에
기반하여 선정됩니다. 신용평가는 법인체 및/또는 적용되는 경우 지배구조, 규제제도, 운용실적, 재무건전성
및 여하한 외부기관평가를 포함합니다.
본 회사는 연차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에 대여 대상 증권의 글로벌 평가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보관회사
가 보관 중인 자산의 재활용과 관련한 UCITS 지침에 따른 추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보관회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대여프로그램 운용 시 (i) BlackRock이 대여대리인으로서 BlackRock 및 이의 관계사를 위한 추가적 위험
조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여되는 증권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특정 증권을 대여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으며 (ii) BlackRock이 대여대리인으로서 BlackRock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대여를
할당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습니다. 아래
에 더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BlackRock은 증권대여 고객들에게 시간에 따라 비례 배분에 따른 동등한 대
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증권대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lackRock은 차주 채무불이행 발생 시 특정 고객들 및/또는 펀드들의 담보 부
족분을 배상합니다. BlackRock의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RQA”)는 증권거래프로그램 상 BlackRock의 거래상대
방 채무불이행 시 배상대상 및 배상제외 고객들을 위한 담보 부족 위험(“부족 위험”)에 대한 잠재적 달러 익
스포져를 정기적으로 산정합니다. 주기적으로,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는 BlackRock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증권대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부족액 배상 위험의 최대 액수(“배상 익스포져 한도”) 및 거래상
대방별 신용익스포져의 최대 액수(“신용한도”)와 프로그램의 운영 복잡성을 결정합니다. 위험 및 정량분석부
서는 대여 및 담보 종류 및 시장가치 그리고 특정 차주 거래상대방의 신용 특성과 같은 대여-수준(loan-level)
요인을 사용하여 예상 부족 가치를 산정하는 위험 모델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는
적격 담보를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 신용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기타 증권대여프로그램 특성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그 결과로, 배상 익스포져 한도의 운용은 여하한 시점에 BlackRock이 수행할 수 있는 증권대여활동
의 액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정 대여(자산 종류, 담보 유형 및/또는 수익 특성을 포함)에 대한 대여
기회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배상대상 및 배상제외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비례 배분을 위해 미리 결정된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활용합니다: (i) BlackRock 전체는 다양
한 프로그램 한도(즉, 배상 익스포져 한도 및 거래상대방 신용한도)에 따른 충분한 대여 수용력을 가져야 합
니다. 포트폴리오에 대여기회를 할당하기 위해서 (ii) 대여 포트폴리오는 대여 기회가 도래했을 때 자산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iii) 대여 포트폴리오는, 대여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동일 시장 교부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와 함께 합산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lackRock은 포트폴
리오에 대한 BlackRock의 배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동등한 대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대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는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산 구성, 여러
증권에 대한 자산/부채 스프레드, 그리고 회사가 부과하는 전체적 한도로 인하여 개별 고객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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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서 레포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레포거래를 위하여는 아래 규
정에 따라야 합니다.
(a)

상기 (6)항의 2) 및 (6)항의 3)에 규정된 조건의 충족

(b)

회사가 매수인인 레포계약의 기간 동안 회사는 다른 보전 수단이 있지 않는 한 거래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거나 환매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매계약의 대상인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c)

레포거래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증권은 펀드의 투자방침 및 투자제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아래 증권으
로 국한됩니다.
(i)

단기 은행 예금증서(bank certificates) 또는 2007년 3월 19일자 2007/16/EC 지시에 정의된 단기금
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

(ii)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부 이외의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

(iii)

이하 (8)항의 (b), (c) 및 (d)에서 언급된 자산.

회사는 연차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의 기준일 현재 오픈 포지션인 레포거래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언제라도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회수
할 수 있거나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고정된 환
매조건부매매계약은 회사가 언제라도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언제라도 발생기준으로 혹은 시가 기준으로 현금 전액
을 회수하거나 체결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가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순자산가치 산정시 그 시장가격으로 포함됩니다. 7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고정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회사가 언제라도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8)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을 위한 담보의 관리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레포거래나 증권대여약정과 같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을 위해 수령한 담보
(“담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유동성: 현금 이외의 담보는 조기 매각 가치(pre-sale valuation)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속히 매각될 수 있
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여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명한 가격으로 다자간거래시설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을 통해 거래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령한 담보는 2010년 룩셈부르크 법률 제
4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가치평가: 담보는 최소 매일 단위로 시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은 보
수적인 손실처리(haircut)가 적용되지 않는 한 담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c)

발행인의 신용도: 수령한 담보는 높은 우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d)

상관관계: 수령한 담보는 거래상대방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며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독립적인 발행인이 발행한 것이라야 합니다.

(e)

분산요건(자산구성): 담보는 국가, 시장, 발행인(동일 발행인에 대한 위험평가액 한도는 펀드 순자산가치
의 20% 이내임) 측면에서 충분히 분산되어야 합니다. 펀드가 서로 다른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담보 바스켓을 합산하여 동일 발행인에 대하여 최대 20%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f)

즉시 사용가능성: 수령한 담보는 펀드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나 이의 승인 없이 언제라도 완전히 집
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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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역환매조건부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거래 관계 착수 시 면밀한 신용평가 및 개별 법인체 수준의 심층적
인 검토에 기반하여 선정됩니다. 신용평가는 법인체 및/또는 적용되는 경우 지배구조, 규제제도, 운용실적,
재무건전성 및 여하한 외부기관평가를 포함합니다.
상기한 기준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담보는 아래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현금, 단기 은행예금, 2007년 3월 19일자 2007/16/EC 지시에 정의된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 거래상대방과 관계인인 아닌 일급 여신기관이 최초 요구시 발행한 보증서 및 신용장 등의
유동자산

(b)

OECD 회원국 또는 그의 지방정부, 지역 또는 전세계적 범위를 갖는 공동체의 초국가적 기관 및 단체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채권

(c)

매일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AAA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을 갖는 머니마켓형 UCI에 의하여 발행
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d)

아래 (e) 및 (f)에 언급된 채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UCITS가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급 발행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또는

(f)

유럽연합 회원국의 규제시장 또는 OECD 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된 주식 (단,
동 주식이 주된 지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원 이전(title transfer) 방식으로 수령한 담보는 보관회사 또는 이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건전성 규제를 받고 담보 제공자와 관계가 없는 제3자 보관회사가 해당 담보를 보관하는 권
원 이전이 없는 담보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형태로 제공된 담보로 인하여 회사가 동 담보의 수탁자와 관련하여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러
한 노출은 상기 ‘나. 투자제한’ (6)항에 규정된 20%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 비현금 담보는 매각, 질권 설정 또는 재투자될 수 없습니다.
현금 담보는 이하의 투자대상에만 투자될 수 있습니다:
(i)

지침 2009/65/EC 제50(f)항에서 정한 기관에의 예치

(ii)

높은 신용등급의 국채

(iii)

건전성 규제를 받는 여신기관과 체결한 것으로서 펀드가 발생 기준으로 현금 전액을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iv) MMF 규정에서 정의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재투자된 현금담보는 비현금 담보에 적용되는 분산요건에 따라 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담보로 수령한 각 자산군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여 및 역환매조건부거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감소시키기 위해 손실처리(haircut)에 관한 방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적용되는 손실처리
(haircut)를 포함하여 신용보강(credit support) 및 적격 담보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는 정형화된 법적문서로 체
결됩니다. 손실처리(haircut)는 담보자산의 가치나 유동성 특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보자산 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을 말합니다. 손실처리에 관한 방침은 담보 발행인의 신용도나 가격변동성 및
담보관리방침에 따라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같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해당 거래상대방과 체
결한 약정 구조에 따라 (최소 이전금액 요건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사는 수령한 담보가
손실처리 방침에 따른 조정 이후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해당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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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보유되는 각 해당 자산의 유형에 대한 적용가능한 손실처리(haircut)는 아래에 평가 비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아래에 기재된 것보다 큰 손실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실처리는
특정 거래상대방, 및/또는 특정 거래(즉, 오방향 상관리스크(wrong way risk))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라도 이 방침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경우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향후 가능한 기회에 갱
신됩니다.
장외파생거래
적격
현금
잔여
잔여
잔여
잔여
잔여

담보
만기가
만기가
만기가
만기가
만기가

1년
1년
5년
5년
5년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0%
0.5%
2%
4%
10%
12%

이하인 정부채
초과 5년 이하인 정부채
초과인 정부채
이하인 비정부채
초과인 비정부채

증권대여거래
적격 담보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현금

2%

단기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s)

2%

정부채

2.5%

국제기구채 및 기관채(Agency Bonds)

2.5%

주식 (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 포함)

5%

역환매조건부거래
적격 담보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정부채

0%

회사채

6%

장외파생상품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관련 리스크와 이해상충 가능성
(a)

장외파생상품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 및 이에 따른 담보관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이 존재
합니다.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및 특히 파생상품 관련 위험 요
소, 거래상대방 위험,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단, 이러한 위험들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b)

장외파생상품이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련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통합 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이
EU회원국 또는 CSSF가 EU내에서 적용되는 감독규정에 상응하는 감독규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 경우)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의 경우에 동 한도는 5%입니다.

(c)

본 회사의 수임인들은 신용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및 잠재적 리스크 (거래활동 중 시가변동이 불
리하게 변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계속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헷지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회사의 수임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구체적 내부제한을 정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된 거래상대방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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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전문인력 (2018년 12월 31일 현재)

책임운용
전문인력
Mark
Wiseman

직위
Senior
Managing
Director

경력
연수
23

총운용자산
(USD)

주요경력

$258 billion (주식
운용팀)
-

블랙록 액티브 주식운용팀 대표
2016년 블랙록 입사
2005년 ~ 2016년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대표 역임
Queen’s University 학사, University of Toronto MBA 졸업

[액티브 주식 운용팀]
운용팀 설명: 블랙록 액티브 주식운용팀은 펀더멘털 주식운용팀과 과학적 적극적
주식운용팀으로 구성되어있음. 이 중, 펀더멘털 주식운용팀은 선진시장 및 이머
징시장 팀으로 나뉘어 있음.
책임 BGF 펀드: 글로벌 주식 배당 프리미엄 펀드, 글로벌 주식인컴 펀드, 월드
헬스사이언스 펀드, 유럽 주식 인컴 펀드, 영국 펀드, 유럽 셀렉트 펀드, 글로벌
롱호라이즌 주식 펀드, 미국 밸류 펀드, 미국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미국 중소
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뉴트리션 펀드, 유럽대륙 스타일 배분 펀드, 유럽 펀드,
유럽 밸류 펀드, 글로벌 소형주 펀드,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퍼시픽 주식 펀드,
미국 성장주 펀드, 월드 테크놀로지 펀드, 유럽 포커스 펀드, 아시아 퍼시픽 주
식 인컴 펀드, 이머징 마켓 주식 인컴 펀드, 아세안 리더스 펀드, 아시안 그로스
리더스 펀드, 아시아 드래곤 펀드, 이머징 유럽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 유로 시
장 펀드, 인디아 펀드, 일본 중소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일본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중남미 펀드, 월드 에너지 펀드, 월드 금융주 펀드, 차이나 펀드, 천연자원
주식 펀드, 월드 골드 펀드, 월드 광업주 펀드, 차이나 A주 오퍼튜니티 펀드, 차
이나 플렉서블 주식 펀드, 월드 부동산 증권 펀드, 차세대 테크놀로지 펀드
Rich Kushel Senior
Managing
Director

31

$462 billion
(글로벌
멀티에셋
운용팀)

-

글로벌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1991년 블랙록 입사
1988년 프루덴셜 증권 입사
1988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글로벌 멀티에셋 운용팀]
운용팀 설명: 주식, 채권, 대안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의 리서치 및 운용을 담당.
책임 BGF 펀드: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ESG 멀티
에셋 펀드,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 펀드,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Rick Rieder

Managing
Director

31

$796 billion (채권
운용팀)
-

블랙록 펀더멘털 채권 운용팀 CIO
R3 Capital Partners의 CEO 역임
미국 재무성 Borrowing Committee 역임
1983년 Emory 대학 재무학 졸업, 1987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와튼스쿨
MBA 졸업.

[펀더멘털 채권 운용팀]
운용팀 설명: 블랙록의 채권운용팀은 세부 투자전략 별 팀이 구성되어 있음.
BGF 하위펀드 중 단기 금융펀드를 제외한 모든 채권형 펀드는 모두 채권운용
팀 내 펀더멘털 채권운용팀에서 담당.
책임 BGF 펀드: 유로 채권 펀드, 유로 회사채 펀드, 글로벌 정부채 펀드, 미국
달러 채권 펀드,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월드 채권 펀드, 글로벌 회사채 펀드,
이머징 회사채 펀드, 유로 중기채권 펀드,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글로벌 하
이일드 채권 펀드,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미국
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이머징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차이나 채권 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 펀드
Thomas
Callahan

Managing
Director

28

$449 billion (Cash
운용팀)
-

글로벌 Cash Management Business 팀 총괄 및 글로벌 대표
2013년 New York Stock Exchange Liffe CEO 역임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사 근무 경력 보유
1991년 Harvard University 역사학과 졸업

[글로벌 Cash Management Business 팀]
운용팀 설명: 호주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미국달러, 캐나다 달러 등의 현
금성 자산의 리서치 및 운용을 관할. 정부채, 지방채 등 만기가 짧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운용을 담당.
책임 BGF 펀드: 미국달러 단기금융 펀드

경력연수 및 총운용자산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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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실적 추이

각 하위펀드의 연도별 수익률 추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위험

각 펀드의 성과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나 투자의 투자목적이 달
성되리라 보장이나 진술은 없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
다. 이하의 위험요소로 인하여 펀드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
본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펀드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
히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수준과 과
세 기준 및 조세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
하는 전반적인 성과가 수익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
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해당 하위펀드는 통상 장래의 투자자들이 실적
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운용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거래상대방 및
업무수탁자들 위험

본 회사를 운용·관리하는 회사들은 금융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상대방으로
행위하는 금융권 회사들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되는 경우 이와 같은 금융권 회사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본 회사의
수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거래소는 시장위기 시 특별한 초지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독조치가 본 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펀드는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규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
규발행채권의 대상인 증권의 가격은 이미 발행된 증권보다 가격 변동이 더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대상의 가치 및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상승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
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이자율 변
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회사에는 소득과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가 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단계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의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법, 조약,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투자회사는 그러한 세금부과에 대한 전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법의 제정, 본 회사의 과세상 지위, 주주에 대한 과세 및 모든 조세감면, 이러한 과세지위
및 조세감면을 받는지 여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판매된 또는 투자된
사법관할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하위펀드의 과세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사법관할 내
에서 하위펀드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펀드가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
는 주주에 대한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
우, 위와 같은 사항은 해당 파생상품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사법관할 또는 파생
상품의 기초상품이 노출되는 시장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세감면 혜택의 제공여부와 금액은 주주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
이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세무상
황과 본 회사의 투자가 초래하는 조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하위펀드가 조세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도나 중동지역 등에 투
자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 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보관회사는 본 회사 또는 하위펀드에
부과된 세금 기타 부과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할 조세 당국에 납부 하였으나, 나중
에 그러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지급에 대하여는 주주들
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장 관행
(확립된 모범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또
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납세시스템이 부족하여, 관련 하위펀드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 이전 연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이자 및 가산금은 해당 하
위펀드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 후 납부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계정에 채무
를 발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에 해당 하위펀드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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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주들은 어떤 주식클래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
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게되어 그 결과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
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가 이익금이 아닌 자본금으로부
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여전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주주들에게 한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세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중국의 경제가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변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권위있는 지도가 부족하
며,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좀 더 발전된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한, 새로운 세금 관련 법령, 규정 및 해석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금 규
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경우 본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특히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
수로 인하여 자본증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회사는 현재 이러한
조세 불확실성에 대비한 회계 준비금을 적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에서의 조세제도의 경우에도 발전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주들은 본 회사가 보고제도에 따른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미치는 결과와 관련하여
“FATCA 및 기타 국경 간 보고 시스템”항에 기재된 내용을 숙독하여야 합니다.

주식클래스간 연대채무 위험

이사들은 특정 주식클래스에서 발생한 제반 손익이나 비용은 해당 주식클래스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식클래스 간에는 채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어느
주식클래스와 관련된 거래가 동일 하위펀드내 다른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 기준통화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준통화와 투자자산의 통
화 간 환율이나 환율관리가 변동하게 되면 기준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는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목적을 포함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
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자산의
환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에서 달리 정하
지 않는 한 투자자문회사는 환위험을 경감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화위험 - 주식클래스 통화

일부 펀드의 주식클래스는 해당 펀드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나 환율관리
가 변동하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 투자자의 고유 통화 투자자는 투자자의 자산부채가 표시되는 통화(“투자자의 고유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
식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통화위험 및 해당 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투자자의 고유통화와 해당 투자자가 투자하는 주식클래스 표시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헷지된 주식

해당 하위펀드는 통화위험을 헷지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
습니다. 헷지전략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해당 하위펀드의 통화 포지션과 헷지된 주식클래스간
에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통화와 비교하여 기준통화의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헷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헷지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헷지된 주식클래스
의 통화와 비교하여 기준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주들을 상당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기준통화 가치의 상승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화가 아닌 통화로 거래되는 헷지된 주식클래스는 해당 통화시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
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헷지된 주식 클래스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하기 위한 (특정 통화에 통화거래 제한이 적용되
는 경우 등) 헷징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헷징전략은 금융파생상품(선도환 등)을 활
용하여 해당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를 해당 통화로 전환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헷지거래로 인한 모든 이익/손실은 각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에게 별도로 귀속합니다.
주식클래스들 간에 채무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주식클래스에 대한
통화헷지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들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개입

2007년 이래 글로벌 금융시장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란을 겪어 왔으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정부개입을 야기하였습니다. 많은 관할지의 감독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 조치
를 실행하거나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은 때로 그 범위와 적용여부가 불분명
하여 혼란과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로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기능
을 저해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임시 혹은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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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및/또는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제한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현재 혹은 장래의 약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투자
자문회사들은 금융시장이 이러한 사유의 영향을 얼마나 더 오래 받게 될 지 그리고 그에 따
른 결과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펀드, 유럽 경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권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 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개입은 각 펀드의 변
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치의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 일반사항

제2부의 내용중 ‘투자제한’ 에서 정한 투자한도 및 제한에 따라 각 펀드는 시장, 금리 및 통화
위험을 헷지하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하여 또한 투자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
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펀드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펀드와 거래
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 위험, 유동성 위험, 장외거래 위험, 파생상
품 유동성 부족, 파생상품 가치 변동과 해당 펀드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자산 가치 변동 간
불완전한 추적관계,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비해 더 큰 거래비용 발생 위험이 포함
됩니다. 일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되므로 이에 따라 펀드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매입 시 펀드는 업계 표준관행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전액 조달되지 않는 방식의 파생상품(non-fully funded derivatives)
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최초 및/또는 변동 증거금 자산을 예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최초 증거금 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자산은 거래상
대방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펀드
는 거래상대방에게 예탁된 최초 증거금 자산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이나 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초과 증거금이나 담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펀드가 거래상대방에게 지는 채무 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생상품 조
건은 최소 이전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변동 증거금 익스포저를 부
보할 수 있는 담보를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는 이러한
최소 이전금액 한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생상품에 따른 무담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계약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고 최초 증거금 금액이 계약의 규모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또는 주식 거래에 비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레버리지
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으나,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해 합성 매도초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익스
포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선도환을 포함한 선물 포지션과 같은 파생상품(합성
매도 포지션)을 활용하여 매수초과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추가 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이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상
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
보를 교체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매각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2부
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의 투자제한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펀드는 법률 개정이나 예기치 못한 법령 적용으로 인
하여 혹은 법원의 계약 집행불가 판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도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될 경우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
다. 이에 따라 관리회사로 하여금 포지션 위험 및 이러한 포지션이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본 회사는 위험관리절차를 활용합니
다. 관리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약정금(commitment) 방식”과 최대
손실 가능금액(Value at Risk, VAR)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제2부의 내용중 ‘투자제한’
에 기재된 투자제한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관리회사는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각 하위펀드에 사용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각 하위펀드에 사용되는 방식은 글로벌 투자설
명서 “투자목적 및 정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파생상품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기재된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과 최근 위험관리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문서는 요청
시 현지 투자자 서비스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거래 - 특별

하위펀드들은 각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혹은 효율적인 포
트폴리오 운용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
래를 할 수 있습니다(단,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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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스왑계약
통화위험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통화 파생상품 거래
커버드 콜옵션 발행
신용 리스크를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신용불이행스왑
변동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변동성 파생상품 거래
옵션 매매
하나 이상의 지수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스왑계약
부정적인 투자견해를 활용한 합성 매도 포지션
시장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합성 롱 포지션

투자자들은 다음 유형의 파생상품과 전략에 따르는 이하 기재된 바와 같은 위험을 주지하여
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스왑 (CDS), 금리 스왑, 통화스왑, 총수익스왑, 스왑션 및 차액계약
CDS를 사용할 경우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CDS는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고,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금액보다 쿠폰에
의한 지급 금액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 투자자는 CDS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유효한 보험에 가입하거나(투자 헷지), 투자자가 물리적으로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한 보장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쿠폰에 의한 지급 금
액이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금액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 CDS 계약
을 체결하여 보장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 매수인(Protection Buyer)이 보장 매도
인(Protection Seller)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장 매수인에
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모든 프리미엄을 지급하
고, 스왑은 추가 지급없이 만기시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리스크는 지급된 프리미엄
에 국한됩니다.
신용불이행스왑에 대한 시장은 채권시장보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행스왑
을 체결하는 펀드는 항상 상환요구 (redemption requests)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
불이행스왑은 본 회사의 감사인이 검토한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기적으
로 평가됩니다.
금리스왑은 고정금리 지급금을 변동금리 지급금으로 교환하는 등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
기로 하는 약정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스왑은 특정 통화로 지급금을 지
급하거나 수령할 권한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수익스왑은 고정/변동 지급금을 지급하
는 대가로 특정 기준자산, 지수, 자산바스켓에 대한 자본손익에 이표를 더한 총수익을 수령할
권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는 스왑에 따른 지급금의 지급인 또는 수령인의 자격으
로 스왑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금리스왑이나 총수익스왑을 차액정산(on a net basis)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양 방향
의 지급이 서로 상계되어 각 당사자는 양 지급금의 정산된 차액만을 수령하거나 지급하게 됩
니다. 차액정산(on a net basis) 방식으로 체결되는 금리스왑이나 총수익스왑의 경우 투자자산,
기타 기초자산 또는 원금의 실질적인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스왑에 따
르는 손실 위험은 펀드가 계약상 지급하여야 하는 순 이자 지급금(또는 총수익스왑의 경우
기준 투자자산/지수/바스켓의 총수익률과 고정/변동 지급금 간 순 차액)으로 제한됩니다. 금
리스왑이나 총수익스왑의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각 펀드의 손실위험은 정상
적인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계약상 수령할 권한을 가지는 금리 또는 총수익의 순 지금급으로
국한됩니다. 이와 반대로, 통화스왑은 통상 다른 지정 통화로 교환하기 위해 어느 지정 통화
의 전체 원금가치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 통화스왑의 전체 원금 가치에 대해서 스왑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부 펀드는 금리스왑션 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매수인
은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정한 금리로 금리스왑을 체결할 권리(단 그러할 의무를 지지는 아
니함)를 가집니다. 금리스왑션의 매입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금리스왑션의 수령인은 변동금리 지급에 대한 대가로 고정금리금리 지금금을 수
령할 권한을 매입인에게 부여합니다. 금리스왑션의 지급인은 변동금리 지급을 수령하는데 대
한 대가로 고정 금리를 지급할 권한을 매입인에게 부여합니다.
차액계약(“CFD”)
차액계약은 스왑과 유사하며 특정 펀드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액계약 (CFD)은 매입
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증권의 현재 가치와 계약 체결시점의 가치
간의 차액을 매입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일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대로 매입
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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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이행스왑, 금리스왑, 통화스왑, 총수익스왑, 금리스왑션 및 차액계약의 활용은 통상적
인 투자증권 거래와는 다른 투자기법과 위험을 수반하는 전문화된 거래입니다. 시장가치, 금
리 및 환율에 대한 투자자문회사의 예상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펀드는 이러한 투자기법을 활
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불리한 투자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동성 파생상품
증권 (또는 하나의 바스켓을 구성하는 여러 증권들)의 “과거 변동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해
당 증권(들)의 가격변동의 속도와 크기를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내재 변동성”은 미
래 실현될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은 과거 변동성, 내재
변동성 또는 양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은 관련 바
스켓을 구성하는 기초증권들에 근거하며, 하위펀드들은 기초증권 시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전
개를 판단하여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투자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변동성 위험이 증대 또
는 감소되도록 변동성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가격이 새로운 상황에 따라 조정됨에 따라 증권가격의 변동성은 증대할 것입
니다. 하위펀드들은 (1) 지수의 구성에 있어 충분히 위험이 분산되어 있고, (2) 지수가 해당 지
수가 나타내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준치를 나타내며, (3) 지수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되는
경우에만 해당 지수에 근거하여 변동성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의 가격은 대단히 변화가 크며 펀드의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 오버레이 전략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기법에 추가하여 (“환위험” 참조) 특정 하위펀드는 긍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준통화 이외 통화에 투자하거나 통화와 관련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문회사는 통화와 관련된 롱포지션과 합성 페어 트레이딩(pair trading)을 수반한 특별한 통
화 오베레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도환계약, 통화 선물/옵션/스왑 및 금리 변화에 대
한 익스포저를 제공해주는 기타 증서와 같은 통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전술적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합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하위펀
드의 경우 환율변동은 이러한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
위펀드는 이머징 시장 통화를 포함한 전세계 통화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화는 유동
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부개입, 자본통제, 고정통화제(currency peg mechanisms) 등과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 전략
옵션은 매입인에게 장래 특정 일자에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권리(의무는 아
님)입니다. 옵션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입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옵션 의무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변동성 및 잔여 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옵션은 상장되거나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이러한 권리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으로서 옵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옵션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 전략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또는 이의 대리인의 시가 변동에 대한 예측, 또는 해당 옵션의 발행 또는 매입
시 기초로 한 자산이나 지수와 본 펀드 피투자자산 간의 상관관계 결정이 부정확한 경우, 본
펀드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이전
펀드는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파생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펀드의 자산으로부터 담보 또는 증거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증거금에 대한 권리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어 거래상대방의 자산에 편입되며 거
래상대방의 사업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된 담보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지 않지만,
담보물과 관련한 지위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감독 또는 조정됩니다. 펀드가 해당 거래상대방
을 위하여 담보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담보물을
다시 재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증권대여

펀드는 증권대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시 펀드는 증권대여계약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
다.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증권의 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펀
드의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본 회사는 모든 증권대여가 담보부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대여증권에 대하여 100%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시차 발생 등) 펀드는 증권대여 계약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위험

담보를 예탁한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탁된 담보 회복 시 지연이 발생하거나
담보의 부정확한 가격책정 또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애초에 수령한 현금의 가치가 거래상대방
에 예탁된 담보의 가치보다 작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위험

현금을 예탁한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탁된 현금 회복 시 지연이 발생하거나
담보 실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담보의 부정확한 가격책정 또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담보 매도
대금이 거래상대방에 예탁된 현금보다 작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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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위험

펀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결제 불이행 위험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나 해당 펀드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또는 증권대여계약의 거래상
대방 위험이 이러한 위험에 포함됩니다. 담보가 수반되지 아니한 파생상픔 거래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발생시킵니다. 해당 펀드는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 상응하
거나 이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수령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을 상당 부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완전히 담보화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
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정
식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며 모든 승인된 거래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되고 검토됩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와 담보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

본 회사의 자산은 UCITS 지침에 따라 보관회사에게 안전하게 보관 위탁됩니다. 본 회사의 자
산을 보관함에 있어 보관회사는 (a) 보관회사의 장부에 개설된 금융상품계좌에 등재될 수 있
는 모든 금융상품 및 보관회사에게 실물 인도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픔을 보관하여야 하며,
(b) 여타 자산의 경우 이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회사
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장부상 본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됩니다.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증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회사의 다른 증권/자산과 독립적으로 보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관회사의 파산시 미반환 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본 회사
의 모든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한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어느 펀드의 현금은 보관회사의 고유 현금 /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타 고객의 현금과 독립적으로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펀드가
무담보 채권자로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관회사가 본 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위 보관회사 네크워크를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보관회사가 반드시 보관회사와 동일 그룹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보관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
장에서 거래되어 상기한 하위 보관회사에 예탁된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 채무 위험

본 회사는 하위펀드 간 채무가 분리되는 엄브렐라형 구조를 가집니다. 룩셈부르크 법 상 어느
하위펀드의 자산은 다른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회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법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의 분리를 인정하
지 않는 타 관할지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상기한 내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들이 알고 있는 현재 혹은 장래의 불확정 채무는 없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자산의 추가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해 시
장 레버리지(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총 시장 익스포저, 롱포지션 및 합성숏포지션 합산 익스
포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시장의 절대 수익에 대한 방
향성 견해(“이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로부터 뿐 아니라 시장 사이의 상대적인 가
치 차이(“이 시장이 저 시장 보다 더 낫다”)로부터 절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 레버
리지는 포지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시장
레버리지의 가능성과 그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동시에 합의된 가격과 일
자에 당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매도가격과 재매입 가격
간 가격차가 거래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매도 가격은 통상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합의된
시장 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매매가격을 상회하게 됩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미래의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재매도 가격으로 펀드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기초증권의 매도가격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펀드가 보유한 기타 담보가액을
합한 금액이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재매입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될 때까지 시 또는 거래상대방이 증권 재매입 권한
을 행사할 때까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MiFID II

2018년 1월 3일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과 금융상품시장규정
(“MiFIR”)의 시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도입한 법과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회
사에 새로운 규제에 따른 의무와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금융시장과 고객들에게 금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투자회사들에게 미치는 MiFID II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펀드,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MiFID II의 정확한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
하며 MiFID II의 영향을 수치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MiFID II와 MiFIR는 표준화된 특정 장외파생상품들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이러한 신규 규제체계에 적응할 것인지 및 이로 인해
펀드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MiFID II는 유럽연합 거래소 및 유럽연합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 더욱 폭넓은 투명성
체계를 도입합니다. MiFID II 제도 하에서 사전 및 사후 거래 투명성 체계는 정규 시장에서 거
래되는 주식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식과 유사한 상품(예를 들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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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증서) 및 채권, 구조화된 금융상품, 배출권 및 파생상품과 같은
비주식 상품까지 포괄합니다. MiFID II 하에 더욱 폭넓어진 투명성 체계는 “다크풀(dark pools)”
과 다른 거래소 이용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가격 결정 과정(price discovery)에 관한 정보가 보
다 폭넓게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개별 펀드는 불분명한 법률, 법률의 변경,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부재 등의 법률위험, 테
러위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위험, 군사적 조치 등의 통제불가능한 위험들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경제상황과 시장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감독기관, 자율기관 및 거래소는 시장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어느 하위펀드의 일부 주식 클래스들은 해당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는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본상실 위험

국내에서 판매되는 본 회사 하위펀드들의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본 회사 하위펀드들의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의 예금상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
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 하위펀드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10.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 하위펀드의 위험등급
(2018년 8월 31일 현재)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하위펀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아시아 드래곤 펀드
유럽대륙 스타일 배분 펀드
이머징 유럽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
유로 시장 펀드
유럽 펀드
유럽 셀렉트 펀드
유럽 밸류 펀드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 펀드
글로벌 주식 배당 프리미엄 펀드
글로벌 롱호라이즌 주식 펀드
글로벌 소형주 펀드
인디아 펀드
일본 중소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일본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중남미 펀드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퍼시픽 주식 펀드
ESG 멀티에셋 펀드
영국 펀드
미국 밸류 펀드
미국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미국 성장주 펀드
미국 중소형주 오퍼튜니티 펀드
월드 에너지 펀드
월드 금융주 펀드
월드 골드 펀드
월드 헬스사이언스 펀드
월드 광업주 펀드
월드 테크놀로지 펀드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유로 회사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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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16.66%
13.32%
20.72%
17.13%
13.86%
13.66%
12.90%
13.90%
7.16%
11.98%
9.50%
12.02%
13.77%
15.00%
18.77%
19.23%
23.53%
13.53%
14.35%
7.35%
11.87%
13.51%
12.18%
13.54%
12.63%
21.18%
18.01%
31.95%
13.70%
28.65%
16.67%
3.13%
2.12%

투자위험
등급
2
3
2
2
3
3
3
3
4
3
4
3
3
3
2
2
2
3
3
4
3
3
3
3
3
2
2
1
3
1
2
5
5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변동성
투자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변동성
변동성
투자자산

하위펀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
유로 채권 펀드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글로벌 정부채 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이머징 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
미국달러 채권 펀드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월드 채권 펀드
유로 중기채권 펀드
미국달러 단기금융펀드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차이나 펀드
뉴트리션 펀드
천연자원 주식 펀드
유럽 포커스 펀드
아시아 퍼시픽 주식 인컴 펀드
이머징 마켓 주식 인컴 펀드
유럽 주식 인컴 펀드
글로벌 주식 인컴 펀드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글로벌 회사채 펀드
이머징 회사채 펀드
아세안 리더스 펀드
아시안 그로스 리더스 펀드
차이나 채권 펀드
차이나 A주 오퍼튜니티 펀드
차이나 플렉서블 주식 펀드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 펀드
월드 부동산 증권 펀드
차세대 테크놀로지 펀드

2.

위험관리

위험관리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5.46%
2.57%
1.50%
2.58%
4.82%
10.77%
5.37%
2.46%
2.27%
2.19%
0.66%
0.08%
0.75%
20.69%
13.23%
19.17%
13.34%
15.67%
15.27%
12.90%
10.34%
4.05%
2.84%
3.31%
14.21%
15.81%
2.07%
4.73
12.18
-

투자위험
등급
4
5
5
5
5
3
4
5
5
5
5
6
5
2
3
2
3
2
2
3
3
5
5
5
3
2
5
2
2
4
5
3
2

관리회사는 하위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절차를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CESR)에서
정한 지침(이하 본항에서 “지침”)에 따라서 수립하고 각 하위펀드가 투자전략의 결과 금융파생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총 노출(global exposure, 이하 “총 노출”)을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회사는 이를 위하여 “약정금(Commitment) 방식” 혹은 “Value at Risk” (“VaR”)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하위펀드가 활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VaR 방법
VaR 방법은 일반적인 시장 조건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신뢰구간에서 각 하위펀드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데, 관리회사는 99%의 신뢰수준과 1달 동안의 기간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VaR에는 “상대적 VaR”과 “절대적 VaR”의 두 종류가 사용되는바, 상대적 VaR은 벤치마크하
거나 참조하는 포트폴리오(“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VaR과 비교함으로써 각 펀드의 총 노출을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총 노출보다 제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각 펀드의 VaR은 그 벤치마
크 포트폴리오 VaR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VaR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예를 들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VaR로서 사용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절대적 VaR은 펀
드의 순 자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VaR 방식을 활용하여 총 위험을 측정하는 하위펀드에 대하
여 관리회사는 상대적 VaR 방법과 절대적 VaR 방법을 사용하며, 상대적 VaR을 사용하는 경우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도 표시됩니다.
약정금(Commitment) 방식
약정금 방식은 하위펀드의 금융파생상품에 따른 총 노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의 기초 시가
또는 액면가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2010년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약정금 방식에 따른 하위펀드의
총 위험은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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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가.

대한민국에서의 과세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환매 수익(환매금액-취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은 원천징수되며(2011. 2. 현
재 개인에 대하여는 15.4%, 법인에 대하여는 14.0%), 판매회사가 원천징수 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8.5%(2012년 이후 최고세율은 36.3%로 인하 예정)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됨).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2012년 이후 최
고세율은 22.0%로 인하 예정)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나.

룩셈부르크에서의 과세

1)

현행 룩셈부르크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본 회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도 룩셈부르크의 원천징수세의 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 회사는 각 분
기말 현재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연간 순자산가치의 0.05% (단기금융펀드의 경우 연간
순자산가치의 0.01%)를 룩셈부르크에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 룩셈부르크에서는 인
지세나 기타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등록신청서 작성일 현재의 룩셈부르크에서 유효한 세법에 의하면 주주는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양도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부동산 관련세,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의 과세를 받지 않습니다(단,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비거주자인 주주가 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자본 이득에 대하여는 룩셈부르크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신청당일 전환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전환신청서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합
니다. 판매회사는 전환신청을 접수한 당일 외국자산운용회사에 전환을 신청하여 보유주식을 환매하고 동시
에 다른 신규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문제의 정산을 위하여 매도대금이 판매회사 명
의의 외화계정에 송금되면 판매회사는 해당세율을 원천징수한 후 세후 매도대금에 대하여 상기 판매절차에
준하여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매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이상의 전환과정에서 각각 거래명세를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확인해 주게 됩니다.

(2)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판매대상 펀드에 대해서만 전환 가능합니다.

(3)

신한은행 및 KEB하나은행의 전환절차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면 판매회사는 신청당일 전환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전환신청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
하고, 전환신청을 접수한 당일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전환주문을 신청합니다. 위 전환주문에 대하여 외
국 자산운용회사는 전환주문 접수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전환주문접수 익영업
일에 상기 전환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니다. 판매회사는 전환 전 주식 가격의 상승분에 대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후 고객에게 전환거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는 통장
의 발급, 정리 또는 거래명세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는 통화간 전환이 필요한 경우 I, J, X 주식클래스(국내 미등록 클래스임)를 제외하고 위안화 표시 주식
클래스와 그렇지 않은 주식 클래스 사이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회사는 그 재
량으로 통화간 전환이 문제가 될 경우 (예컨대, 환전성이 떨어지는 통화간 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주식 클
래스 사이의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ž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ž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ž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ž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lackrock.co.kr)
ž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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