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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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여 매우 

높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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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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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 붙임] 용어 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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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
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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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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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
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
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

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

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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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여 매우 높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

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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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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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골드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

분(신탁재산의 100% 이하)을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전세계 금광업 분야를 주된 경제활

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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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용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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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 ]%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이 Ce형 보수보다 지

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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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작성기준일 : 2020.9.8)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펀드코드 : 87685)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1.00 1.565 1.00 1.02 259 427 604 984 2,112

2.065 1.50 1.40 212 435 670 1,174 2,672

0.50 0.815 0.25 0.65 134 223 316 517 1,112

1.665 1.10 0.91 172 352 542 950 2,16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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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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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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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억원 

(팀공동) 
15.60 15.95 15.60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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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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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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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방법 
ㆍ 17 시 이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 17 시 경과 후 :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 17 시 이전 : 4 영업일 기준가로 8 영업일 지급 

ㆍ 17 시 경과 후 : 5 영업일 기준가로 9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ㆍ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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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ㆍ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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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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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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수수

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

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

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

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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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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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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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

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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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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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8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5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5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5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5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5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59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6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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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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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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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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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
자(www.blackrock.com/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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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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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8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5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5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5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5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5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59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6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8.09.09. 최초 설정 

2008.11.14.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등록 

200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로 전환 
 -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골드 주식투자신탁-자(UH)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2010.03.16. 투자신탁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변경전 변경후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
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

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010.05.03. 종류 C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인하 및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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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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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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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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0 년 9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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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억원 

(팀공동) 
15.60 15.95 15.60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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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0. (1) 종류 C 수익증권 CDSC(이연판매보수) 적용 
   - 종류C 수익증권 명칭변경: 종류C 수익증권(변경 전) -> 종류C1 수익증권(변경 후) 
   - 종류 C2, C3 및 C4 수익증권 신설 
(2)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보수율 인하 및 정률식 적용 

2011.1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1.22.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주식 →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자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재간접형)(UH)] 

2015.02.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6.02.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7.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8.03.29 환매수수료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제도 변경에 따른 한글 클래스명 표기 등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02-75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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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1 년  11 월 기준 최근 3 년 간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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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조동혁, 이동찬 최초 설정 이후. ~ 2011.11.10. 

조동혁 2011.11.11 ~ 현재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

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

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

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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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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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보

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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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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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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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
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형 (C2)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형 (C3)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형 (C4)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
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
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
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
좌를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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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
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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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World Gold Fund(이하 ‘BGF 월드골드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
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100% 이하)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투자목적 
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
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
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골드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
적인 수익을 추구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
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음 

▪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100%)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전략 사항 
① 전세계 금광업 관련주에 분산 투자  

✓ 수익성 증가가 예상되는 우량 대형기업에 투자 : 제반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에 초점 

✓ 매장량이 큰 광산을 지닌 기업에 초점 
✓ 금 관련 업종은 이미 성숙단계; 향후 성장 예상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 
②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접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

자 
③ 글로벌 투자 수요 증가 및 중국 시장의 잠재성에 투자 
④ 건전한 재무제표, 훌륭한 경영진,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는 기

업에 초점을 맞추며 우수한 장기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
용 

⑤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
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
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해당 투자
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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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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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골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
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 환헤
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
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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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선물 및 통화
스왑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결제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환매대금
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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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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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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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
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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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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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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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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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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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

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
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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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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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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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

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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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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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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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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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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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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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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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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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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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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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골드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신탁재
산의 100%이하)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
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국내외 증권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KRW) × 95%) + (Call × 5%) 

FTSE Gold Mines Index (Financial Times Share(or Stock) Exchange Gold Mines Index) : 파이낸셜 타임스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사에서 전세계의 금광 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
업의 주식을 편입하여 발표하는 지수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
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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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
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
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골드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글로벌 금광업 관련 증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KRW) × 100%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파생상품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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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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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운용전략 사항]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
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당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
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
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
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손실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
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
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월드골드 펀
드 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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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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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년 12 월 30 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  전세계 금광업 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펀드의 70% 이
상을 투자함. 또한 기타 귀금속, 광물 및 기초금속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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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요 운용전략 사항 
① 전세계 금광업 관련주에 분산 투자  

✓ 수익성 증가가 예상되는 우량 대형기업에 투자 : 제반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에 초점 
✓ 매장량이 큰 광산을 지닌 기업에 초점 
✓ 금 관련 업종은 이미 성숙단계; 향후 성장 예상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 

②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접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 
③ 글로벌 투자 수요 증가 및 중국 시장의 잠재성에 투자 
④ 건전한 재무제표, 훌륭한 경영진,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며 우수한 장기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 
⑤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

음 
▪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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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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
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 

 
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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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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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
드골드 펀드(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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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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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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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한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투
자 관련 위험 

2015년 12월 18일부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후강퉁 :  후강퉁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
합니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퉁 펀드
들 포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
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
구퉁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
년 11월 17일자로 후강퉁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퉁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특히, 해당 쿼터 잔여분이 소진되거나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퉁 펀드가 후강퉁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퉁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위험 
2014 년 11 월 14 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해외투자자들(RQFII 투자자들 포함)이 후강퉁을 통하여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결과 펀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퉁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옴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퉁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 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 상 후강퉁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퉁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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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후강퉁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정보기술 수용력, 위험관리 및 해당 증권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장 간의 증권 체제 및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 주식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퉁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퉁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퉁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중권거래소는 후강퉁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퉁을 통한 교차매매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퉁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퉁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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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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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1 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
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31.15%]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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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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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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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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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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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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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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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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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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모집
(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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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신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판매수수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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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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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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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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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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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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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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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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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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
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
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
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
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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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형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
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
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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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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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투자집합투자신탁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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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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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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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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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규
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
항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

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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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

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

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

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인연금형(C-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형(C-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

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연금형(C-

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

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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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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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

계년도: 2019.09.09.~2020.09.08]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

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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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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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40%(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0.40%이며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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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9.09.09.~2020.09.08]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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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자산운용

회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_

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비율

합성총보

수비율

증권거래

비용

블랙록월드골드자(주

식-재간접형)(UH)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123 0.0123 0.4123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형(A)
0.5000 1.0000 0.0400 0.0250 1.5650 0.0125 1.5775 1.0200 1.977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1)
0.5000 1.5000 0.0400 0.0250 2.0650 0.0077 2.0727 1.4000 2.4727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2)
0.5000 1.3700 0.0400 0.0250 1.9350 0.0084 1.9434 2.343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3)
0.5000 1.2300 0.0400 0.0250 1.7950 0.0070 1.8020 2.202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4)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087 1.6737 2.0737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형(Ce)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122 1.6772 0.9100 2.0772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기관 (C-f)
0.5000 0.0500 0.0400 0.0250 0.6150 0.0048 0.6198 1.019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랩형(Cw)
0.5000 0.0200 0.0400 0.0250 0.5850 0.0048 0.5898 0.9898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액 (I)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48 1.0698 1.4698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134 0.8284 0.6500 1.228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형(C-P)
0.5000 0.6000 0.0400 0.0250 1.1650 0.0109 1.1759 1.5759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5000 0.3000 0.0400 0.0250 0.8650 0.0141 0.8791 1.279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형(C-Rp)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66 1.0716 1.4716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p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134 0.8284 1.228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C-G)
0.5000 1.1500 0.0400 0.0250 1.7150 0.0048 1.7198 2.1198 0.0000

부담시기 - 사유발생 시 - - - 사유발생 시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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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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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
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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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6 2.58 3.97 6.95 15.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8 3.97 6.95 15.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81 424.56 599.64 976.50 2,096.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9.08 427.16 603.64 983.51 2,112.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63 433.85 667.18 1,169.42 2,661.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2.43 435.47 669.67 1,173.79 2,671.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89 352.37 541.88 949.79 2,161.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9.95 122.91 189.01 331.29 754.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0.45 123.92 190.57 334.02 760.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8.31 406.54 625.18 1,095.80 2,494.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9.17 408.30 627.88 1,100.53 2,505.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96 377.12 579.94 1,016.51 2,313.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4.68 378.60 582.21 1,020.48 2,322.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53 351.63 540.74 947.81 2,157.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15 223.75 344.09 603.11 1,372.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82 225.13 346.21 606.82 1,381.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65 181.73 279.47 489.85 1,115.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09 184.69 284.02 497.82 1,133.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86 220.13 311.76 508.99 1,095.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4.23 222.94 316.08 516.56 1,112.3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40 244.76 376.40 659.74 1,501.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0.52 247.06 379.93 665.94 1,515.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UH)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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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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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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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사와도 사전에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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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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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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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집합투
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
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
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
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
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
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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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
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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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관련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
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
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
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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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한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한도 
1 인당 3 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
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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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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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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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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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2017.09.09. ~ 2018.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1기(2018.09.09. ~ 2019.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2기(2019.09.09. ~ 2020.09.08.) 삼일회계법인 적정 

(단위 : 원 )

제 12 기 제 11 기 제 10 기
20200908 20190908 20180908

I .운용자산 30,674,114,776 16,604,399,635 3,322,797,202

   증권 29,418,007,345 15,633,596,878 3,256,204,143

   현금 및 예치금 1,256,107,431 970,802,757 66,593,059

II. 기타자산 593,977,640 240,775,906 16,597

자산총계 31,268,092,416 16,845,175,541 3,322,813,799

II. 기타부채 1,200,602,436 783,943,050 21,600,190

부채총계 1,200,602,436 783,943,050 21,600,190

I. 원본 25,123,927,696 18,381,011,266 8,991,808,980

II. 수익조정금 205,848,520 261,245,353 -141,047,437

III. 이익잉여금 4,737,713,764 -2,581,024,128 -5,549,547,934

자본총계 30,067,489,980 16,061,232,491 3,301,213,609

I . 운용수익 7,288,340,316 3,189,885,303 -1,363,143,389

    이자수익 5,940,490 2,852,976 640,488

    매매/평가차익(손) 7,282,399,826 3,187,032,327 -1,363,963,624

    기타이익 179,747

II. 운용비용 230,847,777 80,314,060 57,639,275

    관련회사보수 228,307,188 80,038,823 57,429,701

    기타비용 2,540,589 275,237 209,574

III. 당기 순이익 7,057,492,539 3,109,571,243 -1,420,78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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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9 3,640 1,656 2,986 1,426 8,773 8,349
8,773 35,046 19,306 18,011 9,728 25,808 18,351

25,808 87,032 59,135 78,000 52,376 34,839 32,567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5,549 1,253 512 632 288 6,169 5,772
6,169 4,503 2,276 6,015 2,979 4,657 5,466
4,657 21,017 13,241 16,323 10,375 9,352 7,52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68 83 75 177 170 74 73

74 315 343 300 312 89 105
89 283 394 316 480 56 3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598 748 296 1,319 559 2,028 2,336
2,028 5,668 2,731 3,208 1,488 4,488 3,270

4,488 6,937 4,184 8,042 4,707 3,382 3,96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65 94 95 65 62 94 98
94 18 19 9 8 103 105

103 0 0 98 111 5 -8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40 193 158 162 127 171 171

171 111 81 257 189 24 63
24 27 27 34 28 18 23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54 45 11 8 42 37
42 151 120 149 141 45 21

45 33 30 65 72 13 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41 0 0 0 0 41 41
41 82 39 24 12 99 68

99 82 47 122 76 58 7020190909 - 20200908 9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0170909 - 20180908 41
20180909 - 20190908 41

20190909 - 20200908 45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0170909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42

20190909 - 20200908 24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20170909 - 20180908 140

20180909 - 20190908 171

20190909 - 20200908 10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20170909 - 20180908 65
20180909 - 20190908 94

20190909 - 20200908 4,488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0170909 - 20180908 2,598
20180909 - 20190908 2,028

20190909 - 20200908 89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170909 - 20180908 168

20180909 - 20190908 74

20190909 - 20200908 4,657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170909 - 20180908 5,549
20180909 - 20190908 6,169

20190909 - 20200908 25,808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UH)

20170909 - 20180908 8,119
20180909 - 20190908 8,77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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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0 0 0 0 0 0
0 332 417 22 26 310 391

310 5,798 7,246 5,517 7,257 592 299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98 173 93 83 104 90
104 2,612 2,900 919 955 1,797 2,049

1,797 6,420 8,765 5,178 6,896 3,038 3,666
0 222 191 81 72 140 119

140 7,929 8,201 2,892 2,960 5,177 5,381
5,177 15,041 19,686 13,674 17,434 6,544 7,429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92 80 3 2 89 78
89 1,300 1,369 403 418 986 1,040

986 3,058 3,914 2,791 3,432 1,252 1,468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38 35 0 0 38 35
38 705 820 137 175 606 682

606 1,247 1,702 1,039 1,420 814 88820190909 - 20200908 6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0180201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38

20190909 - 20200908 986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70918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89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20180909 - 20190908 140
20190909 - 20200908 5,177

20190909 - 20200908 1,797
20170929 - 20180908 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0171025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104

20190909 - 20200908 310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0180618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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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KRW) × 95%] + (Call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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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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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9.09.09 ~

2020.09.08

2018.09.09 ~

2020.09.08

2017.09.09 ~

2020.09.08

2015.09.09 ~

2020.09.08

2008.09.09 ~

2020.09.08

◇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UH) 37.30 49.49 14.87 18.60 4.24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36.69 49.03 14.63 18.46 3.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36.04 5.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36.56 48.88 14.52 18.38 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38.00 50.44 18.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0.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36.38 48.70 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36.56 48.89 14.52 18.30 -2.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37.34 49.82 33.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37.62 50.02 19.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37.68 50.10 18.2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37.69 50.10 17.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37.22 49.60 24.07

참조지수 38.52 56.23 18.83 25.46 3.38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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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KRW) × 95%] + (Call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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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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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19.09.09 ~

2020.09.08

2018.09.09 ~

2019.09.08

2017.09.09 ~

2018.09.08

2016.09.09 ~

2017.09.08

2015.09.09 ~

2016.09.08

◇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UH) 37.30 62.77 -32.18 -10.49 73.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36.69 62.47 -32.18 -10.53 73.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36.04 -32.53 -10.17 72.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36.56 62.30 -32.24 -10.51 73.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38.00 64.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61.87 -32.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36.38 62.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36.56 62.33 -32.25 -10.63 72.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37.34 63.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37.62 63.55 -25.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37.68 63.63 -27.2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37.69 63.63 -29.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37.22 63.08 -21.63

참조지수 38.52 76.19 -31.25 -5.71 96.43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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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백만원)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다만, 해당 자산 구성현황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의 현황
이므로, 변경 후 자산구성현황은 위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0 0 0 29,418 0 0 0 1,256 297

1 1 1
(단위 : 백만 , 20200908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0 0 0 29,418 0 0 0 0 0 0 0 29,418

( 0.00 ) ( 0.00 ) ( 0.00 ) ( 94.98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94.98 )

0 0 0 0 0 0 0 0 0 1,256 297 1,553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4.06 ) ( 0.96 ) ( 5.02 )

0 0 0 29,418 0 0 0 0 0 1,256 297 30,971

( 0.00 ) ( 0.00 ) ( 0.00 ) ( 94.98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4.06 ) ( 0.96 ) ( 100.00 )

미국달러

합계

한국 원

합계

◇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UH)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95%

4%

1%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1 2 3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0 0 0 128,933 0 0 0 1,457 306

1 1 1
(단위 : 백만 , 20200908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0 0 0 128,933 0 0 0 0 0 1,457 0 130,390

( 0.00 ) ( 0.00 ) ( 0.00 ) ( 98.65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1.11 ) ( 0.00 ) ( 99.77 )

0 0 0 0 0 0 0 0 0 0 306 306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23 ) ( 0.23 )

0 0 0 128,933 0 0 0 0 0 1,457 306 130,696

( 0.00 ) ( 0.00 ) ( 0.00 ) ( 98.65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1.11 ) ( 0.23 ) ( 100.00 )

미국달러

합계

한국 원

합계

◇ 블랙록월드골드모(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99%

1%0%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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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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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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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츄얼 펀드 부문 통합 

http://www.blackrock.com/
http://www.blackrock.com/k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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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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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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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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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20 년 9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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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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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수탁고 0 0 0 9,359 0 0 0 0 0 9,359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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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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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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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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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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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02-3771-9800) 

홈페이지  www.hsbc.co.kr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홈페이지 www.keoreap.com www.bond.co.kr 

http://www.keore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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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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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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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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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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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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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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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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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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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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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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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r)ㆍ판
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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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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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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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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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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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