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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이며,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

에 투자하여  총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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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0.05.1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07.1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
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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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
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
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
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
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
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
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
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
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

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

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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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

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여  총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

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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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집합투

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는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함을 추구합니다.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본

펀드는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ABS(자산유동화증권)와 MBS(주택저당증권), 기타 비투자등급을 포함한 모

든 증권에 정해진 투자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

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들의 최근 총보수 가중평균인 연 [ 0.29 ]%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온라인형의 경우 종류 Ae형이 

종류 Ce형 보수보다 지속적으로 낮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입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2020년 5월 17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성기준일 :  2020.5.17)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  AB796)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1.425 1.00 1.40 147 302 464 814 1,853

0.35 0.725 0.30 0.66 110 189 272 451 982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19/05/18 ~

2020/05/17

2018/05/18 ~

2020/05/17

2017/05/18 ~

2020/05/17

2015/05/18 ~

2020/05/17

-0.72 -0.14 -0.06 0.34 0.34

7.67 5.45 4.50 3.61 3.61

종류 최초설정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015-05-18

비교지수(%) 2015-05-18

수익률 변동성(%)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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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8,555억원 

(팀공동) 
7.25 0.27 7.25 0.27 약 14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

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표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 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시행하지만 환율변동위험이 100%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통화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환율변동에 노출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ㆍ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지급 

ㆍ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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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ㆍ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ㆍ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

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

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07.17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사업목적 및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

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

치하는 시점은 약 [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

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

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년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

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

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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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ㆍ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ㆍ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ㆍ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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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AB7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B243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24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B24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B2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B24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B24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B24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24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B24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B24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B24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44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Q9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3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30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
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5 년 5 월 18 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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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
자업자(www.blackrock.com/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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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AB7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B243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24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B24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B2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B24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B24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B24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24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B24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B24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B24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44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Q9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3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309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
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5.05.18. 최초 설정 

2015.07.09 퇴직연금 클래스 (C-Rp) 신설 

2016.02.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7.05.30 CG 클래스 신설 

2017.08.08 C-Pe, C-Rpe 클래스 신설 

2017.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8.07.12    환매수수료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제도 변경에 따른 한글 클래스명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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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02-751-055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0년 5월 17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년

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8,555억원 

(팀공동) 
7.25 0.27 7.25 0.27 약 14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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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형 구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
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

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

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

다. 따라서 [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

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

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

인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형(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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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자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전환형 구조 (엄브렐러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
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Global Fixed Income Opportunities Fund(이하 “BGF 글로벌 채권 오퍼
튜니티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이 투자신탁
은 원∙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
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개인연금형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

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

인슈퍼-개인연금형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선취-온라인

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

인슈퍼형-고액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퇴직연금형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

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

인-개인연금형(C-

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퇴직연금형(C-

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무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

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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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
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50%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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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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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투자신탁 재산을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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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주로 투자하는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하이일드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저등급(투기등급 및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은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비교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유연한 운용방식에 
따라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아니 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가 새롭게 채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없음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블랙록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인코퍼레이션(BlackRock Financial Management, 
Inc.,),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유케이) 리미티드(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블랙록 (싱가포르) 리미티드(BlackRock (Singapore) Limited)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
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
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
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2007 년 1 월 31 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전세계의 정부, 기관 및 회사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
하여  총수익 최대화를 추구합니다.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본 펀드는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ABS(자산유동화증권)와 

MBS(주택저당증권), 기타 비투자등급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정해진 투자한도 없
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됩니다.  
단,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
한 사항은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없음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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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투자신탁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
드)의 표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
외투자 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
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시행하지만 환율변동위험이 100% 제거되는 것을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통화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환율변동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
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매입하므로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
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
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헤지가 항상 투자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
므로 은행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
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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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과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괄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일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
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BGF 글로벌 채
권 오퍼튜니티 펀드)의 표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인
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
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 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
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
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시행하지만 환율변동위험이 100% 제
거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와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통화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환율변동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
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
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
다. 따라서 환헤지가 항상 투자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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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 위험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기회비용 및 수수
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
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
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
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
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FATCA 및 여타 국
경 간 보고시스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
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고 제도로서 FATCA 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비미국 금융기관(“외국금
융기관” 또는 “FFI”)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자금 수령인에게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
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
다.  2015. 6. 10.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특
정 금융기관(“보고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목적상 보고 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
은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제
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미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과 일반사무관
리회사는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FATCA 를 
준수하는 기관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FACTA를 준수할 수 있으리라
는 보장은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
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관할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동 조세정보교환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한민국 법으로 시행되면, 이 투자신탁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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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지에 소재하는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투자자에 대
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해당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됨).  
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고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특정 정보를 
이 투자신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들은 미국인의 펀드 수익권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청약연기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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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위험)으로 분류 하
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4.50%]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증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
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
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 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

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주 4) 실제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 n=156)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

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이 156 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 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이 155 주인 경우 n= 155

로적용) 

※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계산수식 :  

 ,   

*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 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 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 5)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 6)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7)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8)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9) EL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

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ㆍ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

회에서 정함) 

주 10)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

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24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
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가입가격은 제 2 부. 6. 나. 종류형 구조 중 수익증권 종류별 가
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

준가격 적용 

  제 1영업일 제 2영업일 제 3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적용 

 

제 1영업일                제 2영업일                  제 3 영업일               제 4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
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
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
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판매수수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판매수수료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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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
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 1영업일 제 4영업일        제 8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환매대금 지급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 1영업일    제 5영업일        제 9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
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없음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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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b.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환매가 연기된 경
우 

c.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d.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 집합투자업자ㆍ 신탁업자ㆍ 투자회
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
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
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
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
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ㆍ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ㆍ 판매회사 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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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2 개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다만, 가격이 일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
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
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
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 외화표시 상장채

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
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
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
만, 위의 기준가격 또는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증
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
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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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
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사경영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운용본부장, 관리담당임원 
(2) 위 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Operations) 
(3) 위 원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는 Operations Team 으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

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
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
요한 사항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외화표시자산을 한
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
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제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

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

권 

납입금액의 0.35%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형(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

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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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 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

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

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

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

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

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주2)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

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

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형-고액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

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

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

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

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

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

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3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

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9.05.18 – 2020.05.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

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29%(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0.29%이며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9.05.18 – 

2020.05.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

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ㆍ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분 류

자산운용회

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_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보수 비율

합성총보수

비율

증권거래비

용

블랙록글로벌채권오퍼

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

권-재간접형)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125 0.0125 0.3025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0.3600 0.6000 0.0400 0.0250 1.0250 0.0125 1.0375 1.0300 1.3275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0.3600 0.3000 0.0400 0.0250 0.7250 0.0125 0.7375 0.6600 1.0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형(C)
0.3600 1.0000 0.0400 0.0250 1.4250 0.0125 1.4375 1.4000 1.7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0.3600 0.5000 0.0400 0.0250 0.9250 0.0125 0.9375 0.8900 1.2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3600 0.0000 0.0400 0.0250 0.4250 0.0125 0.4375 0.7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I)
0.3600 0.3000 0.0400 0.0250 0.7250 0.0125 0.7375 1.0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C-f)
0.3600 0.0200 0.0400 0.0250 0.4450 0.0125 0.4575 0.74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3600 0.6000 0.0400 0.0250 1.0250 0.0125 1.0375 1.3275 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형(S)
0.3600 0.2000 0.0400 0.0250 0.6250 0.0125 0.6375 0.9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형(S-p)
0.3600 0.1600 0.0400 0.0250 0.5850 0.0139 0.5989 0.8889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형-고액 (S-i)
0.3600 0.0120 0.0400 0.0250 0.4370 0.0139 0.4509 0.7409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Rp)
0.3600 0.5000 0.0400 0.0250 0.9250 0.0126 0.9376 1.2276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C-G)
0.3600 0.5500 0.0400 0.0250 0.9750 0.0125 0.9875 1.277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3600 0.3000 0.0400 0.0250 0.7250 0.0125 0.7375 1.027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pe)
0.3600 0.2500 0.0400 0.0250 0.6750 0.0122 0.6872 0.9772 0.0000

부담시기 - 사유발생 시 - - - 사유발생 시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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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 원) 

주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 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
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
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
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6 월 1 일 이후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따
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
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등
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
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3 4.05 7.09 16.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8 2.63 4.05 7.09 16.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92 186.67 268.30 444.02 966.1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20 189.29 272.34 451.10 982.3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6.04 299.39 460.40 806.98 1,836.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7.33 302.02 464.45 814.08 1,853.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5.05 215.35 331.17 580.46 1,321.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6.33 217.98 335.20 587.54 1,337.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4.05 131.31 201.93 353.94 805.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5.33 133.93 205.96 361.00 821.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9.95 122.91 189.01 331.29 754.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1.38 125.82 193.49 339.15 772.0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80 194.34 298.86 523.83 1,192.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6.09 196.98 302.91 530.94 1,208.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4.30 152.32 234.24 410.57 934.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58 154.95 238.28 417.65 950.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18 141.82 218.08 382.25 870.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0.43 144.38 222.03 389.17 885.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블랙록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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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
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
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
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
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
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
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Pe 및 S-p)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
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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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
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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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단위 : 좌, 원)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
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재무제표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3기(2017.05.18 ~ 2018.05.17)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4기(2018.05.18 ~ 2019.05.17)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 없음 

제5기(2019.05.18 ~ 2020.05.17)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00517 20190517 20180517

I .운용자산 28,829,333,977 11,116,988,941 41,996,771,311

   증권 28,209,647,985 10,567,411,398 40,855,583,295

   현금 및 예치금 619,685,992 549,577,543 1,141,188,016

II. 기타자산 81,922,542 64,543,273 121,363,083

자산총계 28,911,256,519 11,181,532,214 42,118,134,394

II. 기타부채 449,295,570 631,128,022 703,257,294

부채총계 449,295,570 631,128,022 703,257,294

I. 원본 28,202,470,503 10,299,546,584 40,941,113,546

II. 수익조정금 467,057,434 104,938,631 371,253,468

III. 이익잉여금 -207,566,988 145,918,977 102,510,086

자본총계 28,461,960,949 10,550,404,192 41,414,877,100

I . 운용수익 -220,573,479 19,313,507 206,778,592

    이자수익 5,403,832 6,526,907 9,172,478

    매매/평가차익(손) -362,210,398 -179,204,724 -10,984,579

    기타이익 136,233,087 191,991,324 208,590,693

II. 운용비용 237,851,117 347,158,084 416,384,267

    관련회사보수 235,364,603 343,537,597 411,013,342

    기타비용 2,486,514 3,620,487 5,370,925

III. 당기 순이익 -458,424,596 -327,844,577 -209,605,675

요약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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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6,071 28,814 30,399 5,378 5,707 39,508 40,763

39,508 3,117 3,243 32,672 33,920 9,953 8,830

9,953 17,429 18,848 558 604 26,823 28,197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04 108 15 16 89 92

89 272 282 287 298 74 73

74 1 1 39 42 35 33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6,472 11,059 11,303 2,276 2,342 25,255 25,433

25,255 14 14 15,171 15,300 10,098 9,969

10,098 9 9 300 312 9,807 9,795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3 2 2 0 0 5 5

5 1 1 3 3 3 2

3 1 1 0 0 3 3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 10 10 4 4 8 8

8 1 1 8 8 1 1

1 6 6 3 3 4 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4 5 5 5 0 0

0 0 0 0 0 0 0

0 15 15 15 14 0 1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8,403 18,626 2,855 2,890 15,547 15,736

15,547 2,807 2,783 18,243 17,984 112 346

112 18,281 18,763 63 65 18,330 18,810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34 135 103 105 30 31

30 6 7 24 24 13 13

13 10 11 4 4 19 20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5 5 1 1 4 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20190524 - 20200517 0

20190518 - 20200517 1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0170814 - 20180517 0

20180518 - 20190517 30

20190518 - 20200517 112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0170808 - 20180517 0

20180518 - 20190517 15,547

20190518 - 20200517 0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20170518 - 20180517 0

20180518 - 20190517 0

20190518 - 20200517 1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20170518 - 20180517 2

20180518 - 20190517 8

20190518 - 20200517 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0170518 - 20180517 3

20180518 - 20190517 5

20190518 - 20200517 10,098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0170518 - 20180517 16,472

20180518 - 20190517 25,255

20190518 - 20200517 74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70518 - 20180517 0

20180518 - 20190517 89

20190518 - 20200517 9,95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블랙록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

20170518 - 20180517 16,071

20180518 - 20190517 39,508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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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2020년 5월 17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없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로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고, 설정일 이후 수익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9.05.18 ~

2020.05.17

2018.05.18 ~

2020.05.17

2017.05.18 ~

2020.05.17

2015.05.18 ~

2020.05.17

◇ 블랙록글로벌채권오퍼튜니

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0.50 0.05 0.08 0.58 0.5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02 0.56 0.64 1.04 1.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72 -0.14 -0.06 0.34 0.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형(C-p)
-0.32 0.26 0.34 0.74 0.7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08 0.66 0.74 1.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형(S-p)
-0.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형(C-Rp)
-0.22 0.35 0.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형(C-Pe)
-0.02 0.56 0.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형(C-Rpe)
0.14

참조지수 0.00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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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2020년 5월 17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없음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
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19.05.18 ~

2020.05.17

2018.05.18 ~

2019.05.17

2017.05.18 ~

2018.05.17

2016.05.18 ~

2017.05.17

2015.05.18 ~

2016.05.17

◇ 블랙록글로벌채권오퍼튜니

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0.50 0.60 0.15 3.75 -1.0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02 1.15 0.79 4.28 -0.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72 0.44 0.09 3.55 -1.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형(C-p)
-0.32 0.85 0.49 3.96 -1.2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08 1.25 0.89 4.38 -0.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형(S-p)
0.99 4.42 -0.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형(C-Rp)
-0.22 0.91 -0.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형(C-Pe)
-0.02 1.15 0.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형(C-Rpe)
0.14

참조지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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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년 5월 17일 현재, 단위:백만원) 

 
 

 

 

 

1 2 3 4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0 0 0 28,210 -317 0 0 620 24

1 1 1 1
(단위 : 백만 , 20200517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0 0 0 0 0 0 0 0 0 576 24 601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2.02 ) ( 0.08 ) ( 2.10 )

0 0 0 28,210 0 -317 0 0 0 43 0 27,936

( 0.00 ) ( 0.00 ) ( 0.00 ) ( 98.85 ) ( 0.00 ) -( 1.11 ) ( 0.00 ) ( 0.00 ) ( 0.00 ) ( 0.15 ) ( 0.00 ) ( 97.90 )

0 0 0 28,210 0 -317 0 0 0 620 24 28,537

( 0.00 ) ( 0.00 ) ( 0.00 ) ( 98.85 ) ( 0.00 ) -( 1.11 ) ( 0.00 ) ( 0.00 ) ( 0.00 ) ( 2.17 ) ( 0.08 ) ( 100.00 )

한국 원

합계

미국달러

합계

◇ 블랙록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97%

-1% 2%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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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BlackRock)은 미화 6.84 조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의 기관 및 개인을 대신하여 주식, 채권, 단기 금융, 대체 투자 상품 및, iShares®(ETF-상장지수펀드) 전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자문 서비스인 BlackRock Solutions®(블랙록 솔루
션)의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세계 30 개국에 
14,90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또는 국문홈페이
지 www.blackrock.com/kr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블랙록, 2019 년 6 월 30 일 기준) 
 

 [연 혁]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회사 연혁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설립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 자산운용업 허가 

자본금 145 억원 

주요주주현황 BlackRock (Singapore) Holdco Pte. Ltd (100%) 

연혁 내용 

1988 Blackstone Financial Management 설립 

1992 BlackRock 으로 사명 변경 

1995 PNC사의 채권 운용 담당 

1996 PNC의 개방형 무츄얼 펀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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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츄얼 펀드 부문 통합 

1999 기업공개 실행 (NYSE: BLK) 

2000 BlackRock Solutions®을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시 

2005 State Street Research 부문 인수 

2006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와 합병 

2007 Quellos 인수 

2009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 

2012 클레이모어 자산운용 인수 

2013 크레딧 스위스의 ETF 사업 부문 인수 및 부동산 투자 자문사 MGPA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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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20년 5월 17일 현재 순자산 기준/억원)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금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수탁고 0 0 0 8,555 0 0 0 0 0 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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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3771-980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
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나. 주요업무 

(1)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
다.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
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
기 위한 사항 

 

(2) 채권평가회사는 증권평가기준 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 

(☎ 02-3215-1400) 

홈페이지 www.keoreap.com www.bond.co.kr 

http://www.keore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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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
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
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
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
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위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
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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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함)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
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법시행령 제217조 제3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
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
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
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
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
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
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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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
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
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
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
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항 내지 4 항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
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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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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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
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
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
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
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
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
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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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
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lackrock.com/kr)ㆍ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자투
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 
경우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
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
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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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2) 블랙록자산운용㈜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거래 환경 편의성, 가격(best price) 조달 역량 등)  

(3)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 

(4)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가능 서비스(리서치 지원, 처리시간(turnaround time), 백오피스 역량 등) 

(5) 회사 기본 정보 (조직, 인력 등)  

(6)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본/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별 매매주문을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이 그 내용을 점검합니
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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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간이투자설명서 

4. 투자설명서 

5. 기타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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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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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투자대상 증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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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일반위험 각 펀드의 성과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나 투자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 

보장이나 진술은 없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펀드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수준과 과세 기준 및 조세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성과가 수익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해당 

하위펀드는 통상 장래의 투자자들이 실적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운용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거래상대방 및 

업무수탁자들 

위험 

이 투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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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회사의 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거래소는 시장위기 시 특별한 초지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독조치가 이 

투자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

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펀드는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규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규발행채권의 

대상인 증권의 가격은 이미 발행된 증권보다 가격 변동이 더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가치 및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상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

다. 

세금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회사에는 소득과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단계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의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법, 조약,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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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하위펀드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펀드가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주에 대한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은 해당 파생상품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사법관할 또는 파생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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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세무상황과 본 회사의 투자가 초래하는 

조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하위펀드가 조세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동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 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보관회사는 본 회사 또는 하위펀드에 부과된 세금 기타 부과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할 조세 당국에 납부 하였으나, 나중에 그러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지급에 대하여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장 관행(확립된 모범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또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납세시스템이 부족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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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펀드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 이전 연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이자 및 가산금은 

해당 하위펀드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 후 납부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계정에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에 해당 하위펀드에서 차감됩니다. 

 

주주들은 어떤 주식클래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게되어 그 결과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가 이익금이 아닌 자본금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여전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주주들에게 한계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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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며,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좀 더 발전된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 관련 법령, 규정 및 

해석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경우 이 투자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특히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로 인하여 자본증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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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간 환율이 변

동하게 되면 기준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는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목적을 포함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자산의 환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

에서 달리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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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 

투자자의 고유 

통화 

투자자는 투자자의 자산부채가 표시되는 통화(“투자자의 고유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클래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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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개입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란을 겪고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부개입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부 관할지의 감독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은 때로 그 범위와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과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로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저해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임시 혹은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지 및/또는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제한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현재 혹은 장래의 약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투자자문회사들은 

금융시장이 이러한 사유의 영향을 얼마나 더 오래 받게 될 지 그리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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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거래 – 

일반사항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 에서 정한 투자한도 및 제한에 따라 각 펀드는 시장, 

금리 및 통화 위험을 헷지하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펀드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펀드와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 위험,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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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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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예탁된 최초 증거금 자산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이나 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초과 

증거금이나 담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펀드가 거래상대방에게 지는 채무 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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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조건은 최소 이전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변동 증거금 익스포저를 

부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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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해 

합성 매도초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익스포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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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교체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매각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의 투자제한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펀드는 법률 개정이나 예기치 못한 법령 적용으로 인하여 혹은 법원의 계약 집행불가 
판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될 경우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회사로 하여금 포지션 위험 및 이러한 포지션이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투자회사는 위험관리절차를 활용합니다. 관리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최대손실 가능금액(Value at Risk, VAR)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기재된 투자제한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파생상품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에 

기재된 하위펀드의 투자목적과 최근 위험관리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문서는 요청시 현지 

투자자 서비스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펀드는 증권대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시 펀드는 증권대여계약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증권의 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펀드의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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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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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 위험이 이러한 위험에 포함됩니다. 

담보가 수반되지 아니한 파생상픔 거래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발생시킵니다. 해당 펀드는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수령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완전히 담보화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정식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며 모든 승인된 거래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되고 검토됩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와 담보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에게 안전하게 보관 위탁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장부상 

이 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며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증권은 보관회사의 다른 증권/자산과 독립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관회사의 파산시 미반환 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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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위 보관회사 네크워크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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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기한 하위 보관회사에 예탁된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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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펀드 채무 위험 이 투자회사는 하위펀드 간 채무가 분리되는 엄브렐라형 구조를 가집니다. 룩셈부르크 법 상 어느 하위펀드의 

자산은 다른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법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타 관할지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 일자 현재 상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들이 알고 있는 현재 혹은 

장래의 불확정 채무는 없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자산의 추가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해 시장 

레버리지(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총 시장 익스포저, 롱포지션 및 합성숏포지션 합산 익스포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시장의 절대 수익에 대한 방향성 견해(“이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로부터 뿐 아니라 시장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 차이(“이 시장이 저 시장 보다 더 낫다”)로부터 

절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 레버리지는 포지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시장 레버리지의 가능성과 그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매/역환매조건

부매매계약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동시에 합의된 가격과 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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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위험 개별 펀드는 불분명한 법률, 법률의 변경,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부재 등의 법률위험, 테러위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위험, 군사적 조치 등의 통제불가능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경제상황과 시장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기관 및 거래소는 

시장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채권 채권은 실제 및 인지된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근본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채권이 "신용평가 

하향조정"을 받거나 또는 불리하게 공지되고 투자자간에 불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증권의 가치 및 

유동성은 특히 거래량이 빈약한 시장에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시장상황에서 증권의 유동성이 

낮아져 매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비투자 등급의 채권 발행인은 레버리지가 높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펀드는 해당 이자율 변동 및 신용의 질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장 이자율의 

변동은 펀드의 자산가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증권의 가격은 장기 증권의 가격보다 이자율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제 침체는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동 발행인이 발행한 투기등급 채권의 

시장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행인에게 발생하는 특정의 상황 전개, 특정의 사업전망에 대한 

발행인의 대처불능 또는 추가 자금조달의 실패는 발행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행인이 파산하는 경우 펀드는 손실을 경험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투자 등급의 

채권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며 그 결과 불리한 경제상황에 의하여 비투자 등급의 

채권의 가격이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회사가 발행한 증권("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투자는 투자자문회사가 해당채권의 공정한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 레벨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해당 채권의 발행인이 교환제의를 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환제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구조조정이 실제로 채택되거나 또는 그러한 교환제의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받은 

증권이나 기타 자산이 투자시의 예상보다 낮은 잠재 가치나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는 시점과 그러한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이 

완성되는 시점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동안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가 수령될 

가능성이 없으며, 공정한 가치에 수렴할지 여부 및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잠재적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을 둘러싼 협상 중에 투자하는 펀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비용을 부담할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문제를 이유로 부실채권에 관하여 

가해지는 투자결정 및 조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에 대하여 실현되는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들은 다양한 재무 또는 수익상 문제들을 겪고 있고 특이한 유형의 위험을 대표하는 발행인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약한 회사나 기관의 주식 또는 고정수익부 양도성 증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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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투자대상인 발행인들 중에는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발행인 또는 파산 

또는 정리절차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되었거나 또는 관련될 수 있는 발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권전달이 지연되는 
거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추후에 확정되는" 증권 (이하 "추후 확정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는 담보부 증권 시장에서의 통상적 거래 관행으로서 하나의 증권이 모기지풀(Ginnie Mae,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 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로부터 장래의 어떤 일자에 확정가격으로 매수될 수 
있는 관행을 가리킵니다. 매수시점에서 정확한 증권을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증권의 주된 특성은 지정됩니다. 
매수시점에서 매수가격이 정하여졌으나 그 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추후확정증권의 매수계약은 취득 
시점에서 정하여 지지 않기 때문에 하위펀드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 확정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되어야 하는 해당 증권의 가치가 결제일 이전에 하락한다면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제일 이전에 동 계약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추후확정증권의 매각 대금은 계약상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추후확정증권 매각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등가의 양도성 증권 또는 추후확정증권 매수계약을 상쇄할 수 있는 계약물(계약상 해당 매각일까지 양도될 
수 있습니다)은 해당 거래에 대한 담보로서 보유됩니다.  

 

추후확정증권 매각 계약물이 이를 상쇄하는 매수 계약물의 취득을 통하여 종결되는 경우, 펀드는 해당 기초 

증권에 대한 미실현 이득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동 계약물에 대하여 이득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부담합니다.  

동 계약에 따라 펀드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펀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일자 현재 단위가격에 따라 증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득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부담합니다. 

자산담보부증권(”

ABS”) 

자산담보부증권은 기업 등(정부 혹은 지방 정부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초 자산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증권의 기초자산에는 통상 대출채권, 
리스채권, 기타 채권(신용카드대출, 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 융자)이 포함됩니다. 통상 ABS 는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에 기초하여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ABS 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국채 등 다른 채권에 비해 이러한 증권에는 더 큰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금리위험이 수반됩니다. ABS 와 
MBS 에는 종종 만기연장 위험(기초자산에 대한 채무변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조기상환 
위험(기초자산에 대한 채무변제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이 수반되며, 이러한 위험은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해당 증권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 증권의 평균만기는 환매 선택권과 강제 조기 환매권의 존재여부와 그 횟수, 
당시 금리 수준, 기초자산의 실제 부도율, 기초자산의 회수 시기와 회전율(level of rotation)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특정 유형의 ABS 는 다음과 같습니다. 
 
ABS 와 관련된 일반 위험 
ABS 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ABS 는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며 기초 
관련자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간 완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ABS 는 시장요율 보다 낮은 이자나 우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이자나 
우선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ABS 는 만기시 일정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관련자산의 가액을 직접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산의 가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 펀드는 만기 이전에 ABS 를 
유통시장에서 매각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ABS 에는 또한 만기연장 위험이 수반됩니다. 만기연장 위험이란 금리 상승 시기에 예상 보다 느린 속도로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평균만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증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단기 증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채무증권과 마찬가지로 ABS 는 실제 혹은 인지된 신용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ABS 의 유동성은 

기초자산의 성과 또는 인지된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ABS 에 대한 투자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가 시장사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으며 펀드는 이러한 투자자산의 처분 시 불리한 가격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BS 의 시가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각 희망 

시점에 이를 처분할 수 없거나 매각 시 자신이 판단하는 공정가액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증권의 매각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더 높은 중개수수료나 딜러할인 및 기타 

매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BS 는 레버리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 가치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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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ABS 과 관련된 고려사항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ABCP 는 만기가 통상 90 일 내지 180 일인 단기 투자수단을 말합니다. 이 증권은 통상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합니다. 이 증권은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과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담보되며 

일반적으로 단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유동성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룹사들은 미수금 채권을 은행이나 기타 도관(conduit)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을 펀드에 발행합니다. 기업어음은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예상 

현금흐름에 의해 담보됩니다. 미수금 추심이 이루어지면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이를 펀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 

CDO 는 일반적으로 비 모기지 채권, 대출채권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풀에 의해 담보되는 투자등급 

증권을 말합니다. CDO 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의 부채가 아닌 여러 대출채권들이나 채권들로 

구성됩니다. CDO 는 여러 유형의 부채와 신용위험을 가진 다수의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각 클래스는 

서로 상이한 만기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CLN 은 발행인이 특정 신용위험을 펀드에 이전하는 거래인 신용불이행스왑을 포함한 증권을 말합니다. 

 

CLN 은 특수목적회사나 신탁을 통해 형성되며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이 최고 등급이라고 평가하는 증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펀드는 신탁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고 신탁은 CLN 의 계약기간 동안 고정/변동 이표를 

지급합니다. 기준 신용의 불이행이나 파산선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펀드는 만기시 회수율에 상당하는 

액면가치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탁은 거래주선자와 불이행스왑을 체결합니다. 불이행 발생 시 신탁은 연 

지급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딜러에게 액면가에서 회수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딜러는 CLN 에 대한 더 

높은 수익률 형태로 이를 펀드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CLN 의 이표나 가격은 기준자산의 성과와 연계됩니다. CLN 은 차주에게 신용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펀드에는 특정 신용사건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합성 CDO 는 신용불이행스왑(CDS - 이하 참조)이나 기타 비현금성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채권 자산(fixed 

income assets) 포트폴리오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는 담보부 채무(CDO)의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합성 

CDO 는 부담하게 될 신용위험 수준에 기초하여 여러 신용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CDO 에 대한 최초 

투자는 낮은 신용 클래스가 하게 되며 높은 신용 클래스는 최초 투자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신용불이행스왑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정기 지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 

포트폴리오(fixed income portfolio)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합성 CDO 와 펀드를 포함한 이의 투자자는 

낮은 등급의 신용 클래스부터 순차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성 CDS 가 펀드와 같은 투자자에게 매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반면 기준 포트폴리오에 여러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초 투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DO 는 채권 상품(fixed income products)의 신용 익스포저를 당사자들 간에 이전하기 위한 

스왑거래입니다. CDS 의 매입인은 신용보호책을 수령(보호책을 매입)하며 스왑 매도인은 상품의 신용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보유자에게서 CDS 의 매도인에게 이전됩니다. 

CDS 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사업증권화(Whole Business Securitisation)(“WBS”) 
사업증권화는 채권 시장에서 특수목적기구(영업활동이 특정 자산의 취득과 파이낸싱에 국한되며 통상 
모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부채 구조와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회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운영자산(재매각 목적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산으로서 부동산, 공장, 설비 및 
무형자산을 포함함)을 파이낸싱하는 자산 담보부 파이낸싱의 형태로 정의되며, 이 때 운영회사는 증권화된 
자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궈을 가지게 됩니다. 불이행 발생시 소유권은 잔여 파이낸싱 기간 동안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주택저당증권은 상업용 모기지 및/또는 주거용 모기지로 이루어진 기초 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에 
위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총징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증권은 모기지 풀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통상 주택저당증권은 신용도와 만기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초 모기지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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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아질수록 주택저당증권은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특정 유형의 MBS 는 다음과 같습니다. 
 
MBS 와 관련된 일반 위험 
MBS 는 금리 하락 시 차주가 모기지에 대한 원금을 차환(refinance)하거나 예정 보다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 위험을 수반합니다.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일부 유형의 MBS 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제되며 펀드는 수익률이 낮은 증권에 자금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MBS 에는 만기연장 위험도 
수반됩니다. 만기연장 위험은 금리 상승시 일부 유형의 MBS 가 당초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변제되어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평균만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증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단기 증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조기상환 위험과 만기연장 위험으로 인하여 MBS 는 금리 변동에 대하여 다른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소한 금리 변동(상승 또는 하락)도 일부 MBS 의 가치를 빠른 
속도로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일부 MBS 는 어느 정도의 투자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펀드는 투자자산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MBS 에 대한 투자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가 
시장 사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으며 펀드는 이러한 투자자산의 처분 시 불리한 
가격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MBS 의 시가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각 희망 시점에 이를 처분할 수 없거나 매각 시 자신이 판단하는 
공정가액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증권의 매각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더 높은 중개수수료나 딜러할인 및 기타 매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MBS 과 관련된 고려사항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CMBS”) 
CMBS 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에 의해 담보되는 일종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말합니다. 
CMBS 는 부동산 투자자와 상업용 부동산 대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주거용 모기지가 통상 변동 
만기를 가지는 반면 상업용 모기지는 고정 만기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MBS 에 수반되는 조기상환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CMBS 는 항상 표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평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MO”) 
CMO 는 모기지 대출채권, 모기지 풀, 심지어 기존 CMO 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 담보되는 증권을 
말하며 여러 종류의 만기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CMO 를 조직함에 있어서 발행인은 일련의 클래스에 
걸쳐 (이러한 시리즈는 하나의 종류형 증권 종목을 구성함) 기초 담보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배분합니다. 어느 모기지 풀에서 발생한 총 수입은 서로 다른 현금흐름과 기타 특징을 가지는 여러 CMO 들 
간에 공유됩니다. 대부분 CMO 의 경우 최종 클래스에 대한 이표는 다른 클래스가 상환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이자는 원금 가치에 추가됩니다.  
 
각 증권은 변제 순위애가 서로 다른 만기와 클래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CMO 는 조지상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CMO 는 다른 주택저당증권에 비해 더 낮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어느 
클래스는 이자, 원금 또는 그 양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MO 는 조기상환 위험과 더 높은 지급 예측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더 낮은 이자율을 수령합니다. 나아가 
CMO 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매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REMIC”) 

REMIC 는 은행이나 도관(conduit)에 대한 모기지 풀을 여러 만기와 위험 클래스로 나누어 그 대금을 펀드를 
포함한 채권 보유자에게 이전하는 투자등급 저당 채권을 말합니다. REMIC 는 합성 투자기구로 조직되며, 

이러한 기구는 담보 취득 목적으로 설정된 고정 모기지 풀을 쪼개어 개별 증권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기준 풀은 다양한 만기과 이표를 가지는 모기지에 의해 담보되는 다양한 증권 클래스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 

RMBS 는 모기지, 홈에쿼티론(home-equity loans),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채무로부터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증권 유형을 말합니다. RMBS 는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채무에 집중합니다. 

 

RMBS 의 보유자는 주거용 부동산 채무자로터 원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MBS 는 거액 주거용 모기지 

풀로 구성됩니다. 

정부채무 정부채무란 정부 또는 그들의 기관이나 기구(“정부기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정부채무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채무 상환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정부채무의 만기 도래시 그 
상환조건에 따라 해당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을 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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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원금 및 이자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특히 정부기관의 현금유출입 상황, 외환보유고의 정도, 지급만기일에 충분한 외환의 이용가능성, 
경제전체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의 상대적 규모, 국제통화단체에 대한 동 정부기관의 정책, 공동 통화 정책에 
따라 정부기관에 부과된 제한, 동 정부기관이 받는 기타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연체금액을 줄이는 데 있어 외국정부의 예상지출규모, 다자간 기관, 외국기관 등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정부, 다자간 기관 등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경제개혁을 집행하고/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한 개혁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만기가 도래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제 3 자가 정부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약정이 취소될 수 
있고 채무자인 동 정부기관이 자신의 채무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 또는 의사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자신의 정부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를 포함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그러한 정부채무의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i) 해당 펀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채무 발행인의 일방적인 법적 조치나 

대주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 결정 등) 채무재조정(원리금의 감액 및 상환기일 조정 등) 및 (ii) 정부채무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 시 가능한 법적 소구권의 제한(정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한 파산절차의 부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이머징 및 자본시장은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및/또는 자본시장 발전의 수준이 낮고 주가 및 통화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제/자본 시장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를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장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머징 시장의 정부들은 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에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군 대부분에 공통된 또 다른 위험요소는 경제가 
과중하게 수출에 의존하며 따라서 국제 무역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반시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금융제도가 전근대적이라는 점도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 있어 위험요소입니다.   
 
불리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는 수용, 몰수적 과세, 국유화, 무역타결 및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과 
외국투자제한 및 외환통제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장래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도 일부 이머징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감사 및 재무 신고 관행은 선진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합니다. 성숙된 시장과 비교하여 일부 이머징 시장은 감독 정도, 규정의 집행 정도 및 투자자 
활동(일정한 범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중요한 내부자 정보에 근거한 거래와 같은 관행을 포함)에 대한 
감시수준이 낮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증권거래의 결제 관행은 선진국에서보다 더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낮은 중개인과 거래상대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 자산의 보관과 등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담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결제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관인은 룩셈부르그 법규에 따라서 모든 해당 시장의 상응하는 
은행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이머징 시장에서 등록기록원은 효과적인 정부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등록 문제로 인하여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일부 국가는 펀드와 같은 외국 단체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그 예로서 특정 
국가들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정부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자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증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는 동 
회사의 특정 종목의 주식에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발행인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식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펀드의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하위펀드는 처음에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추후에 동 펀드의 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재등록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없어서 펀드가 투자자로서의 특정 권리(배당을 받을 권리 또는 회사의 
행위를 통지 받을 권리 포함)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펀드가 매수주문을 냈으나 추후 재등록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허용된 량의 주식이 이미 
청약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펀드가 해당 시점에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펀드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이익, 자본 또는 증권매각대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일부 국가에서 상당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해지는 투자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국 송금 지연 또는 그러한 본국 송금에 요구되는 정부승인의 거부에 의하여도 동 펀드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외국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쇄형 투자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특정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은 때때로 그 
순시장가치보다 할증된 시장가격으로만 취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폐쇄형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들은 동 펀드에 비례배분된 비용(관리수수료 포함)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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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투자회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투자는 특정의 추가 위험, 특히 증권의 거래자격과 관련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정 중국 
주식의 거래는 허가된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고, 그러한 주식에 투자된 자본을 투자자들의 본국으로 
회수하는 것이 때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동성과 회수성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회사는 그러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UCITS 에 적당하지 않다고 종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중국 
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 증권 시장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외국환 규제로 인하여 자유로이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안화 채권 펀드, 위안화(Renminbi) 주식클래스 및 투자자 또는 펀드의 위안화(Renminbi) 거래에 
사용되는 환율은 역내 위안화(CNY)가 아닌 역외 위안화(CNH)와 관련이 있습니다.  CNH 의 가치는 
CNY 의 가치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되는 외국환 통제 정책, 
본국송환 규제 및 기타 외부 시장 등의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증권의 소유 및 보관과 관련하여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위 
사항이 회사나 (대리인도 아니고 보관회사에게 책임을 지지도 않는) 등록인의 장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러시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보관회사 또는 그 거래처 또는 
중앙예탁기관에 보관 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시스템과 법령 및 규제 결여의 결과로 이 투자회사는 
사기, 과실 또는 미미한 실수만으로도 러시아 증권에 대한 등록과 소유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액이 순자산가액의 10%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규제된 시장으로 인정된 MICEX-RTS 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