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각 하위
펀드별 위험등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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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익률 변동성(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6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매우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낮은
위험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각 하위펀드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전략 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블랙록 전략 펀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전략 펀드 (BlackRock Strategic Funds) (펀드코드: 07331)

2.

외국집합투자업자 명칭 :

BlackRock (Luxembourg) S.A.
(주소) 35 A, avenue J.F. Kennedy, L-1855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전화) 352 34 2010 4201

3.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명칭 : BlackRock Institutional Trust Company N.A.
(주소) 40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United States
(전화) 1 415 670 2000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주소) 100 Bellevue Parkway, Wilmington, Delaware 19809, USA
(전화) 1 302 797 2000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주소) 12 Throgmorton Avenue, London EC2N 2DL, UK
(전화) 44 20 7743 3000

4.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21. 6. 18.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 6. 18.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개방형/추가형 외국투자회사 주권
모집(매출) 총액 : 별도로 정하여 지지 아니함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9.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http://kofia.or.kr

10.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
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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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
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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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외국에서 적용되는 법규정 등에 따른 규제를 받는 외국집합투자
기구로서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가 관련 법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시에는 이 서류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전체 내용을 기초로 하여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10.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등의 편입
으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주식브로커, 변호사, 회계사, 거래회사의 담당직원 또는 기타 전문 자문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 명시된 이 투자회사의 이사들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들은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투자회사의 이사들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들이 (합리적인 모든 주의를 다하여)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 투자설명서에 수록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정확하며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생략하지 않았으며, 이 투자회사의 이사들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오로지 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여부의 결정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펀드에 대한 투자는 원본 손실 위험 등 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설명서와 이 투자설명서에 언급된 문서, 이 투자회사가 투자설명서의 대체물로 제공한 브로셔
에 수록된 일부 정보는 “추구하다”, “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야 한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추정하다”,
“의도하다”, “계속되다”, “목표로 하다”, “믿다” 혹은 이의 부정문이나 이의 수정된 표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래형으로 진술되며, 이 투자회사의 예상 수익이나 목표 수익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미래형 진술은 상당한 경제, 시장, 기타 위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나 결과 혹은
이 투자회사의 실제 성과는 그러한 미래형 진술에 반영되거나 예기된 애초 예상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설명서 상 어떠한 내용도 법률, 조세, 규제, 금융, 회계 또는 투자 자문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주식의 매입/매입결정은 이 투자설명서, 가장 최근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연차보고서 보다 최근인 경우) 상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 에 기재된 정보보다 더 최근 정보가 이러한 보고서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신청 전에 이 투자설명서와 각 주식 클래스의 KIID의 전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되는 각
주식 클래스의 KIID는 http://kiid.blackrock.com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상 포함된 내용은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의
교부나 주식의 발행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투자설명서 일자 이후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번역문은 영문본의 직접적 번역이어야
합니다. 번역문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의 의미가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단, 어떤 관할지에서 이 투자회사와 해당 관할지의 투자자들간의 법률관계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현지
언어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투자회사의 주주들은 이 투자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에만, 이 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업자의 명의로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주주가 이 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투자설명서 배포
글로벌 투자설명서는 어느 관할지역에서 어떤 자에 의한 모집 또는 권유가 불법이거나, 동 모집 또는 권유를
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동 모집 또는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여하한 모집 또는 권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주식 모집이 인가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장래 매입인들은 주식 매입에 관한 법적 요건과
각자의 국적지, 거주지 또는 소재지 국가에서의 외환관리법 및 세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인은 주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펀드는 인도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몇몇 국가에서
투자자들은 적립식 저축 형태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법 상 적립식 저축 형태의 투자와
관련된 제1차 년도의 보수 및 수수료는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수
및 수수료는 적립식 저축형태의 투자가 생명보험 또는 종신보험 상품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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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명

협회 코드

협회 단축코드

블랙록 전략 펀드 (BlackRock Strategic Funds)

K5F601073318

07331

협회 코드

협회 단축코드

펀드명

(1)

(2)

(3)

(4)

(5)

(6)

통화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A2 클래스
USD K5F601073326
(BlackRock Americas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 Class A2)

07332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D2 클래스
USD K5F601074837
(BlackRock Americas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 Class D2)

07483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X2 클래스
USD K5F601073334
(BlackRock Americas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 Class X2)

07333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A2 클래스
(BlackRock Global Event Driven Fund Class A2)

USD K5F601073342

07334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D2 클래스
(BlackRock Global Event Driven Fund Class D2)

USD K5F601074845

07484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X2 클래스
(BlackRock Global Event Driven Fund Class X2)

USD K5F601073359

07335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A2 클래스
(BlackRock Style Advantage Fund Class A2)

USD K5F601073367

07336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D2 클래스
(BlackRock Style Advantage Fund Class D2)

USD K5F601074852

07485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X2 클래스
(BlackRock Style Advantage Fund Class X2)

USD K5F601073375

07337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A2 클래스
(BlackRock Systematic ESG World Equity Fund Class A2)

USD K5F601073383

07338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D2 클래스
(BlackRock Systematic ESG World Equity Fund Class D2)

USD K5F601074860

07486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X2 클래스
(BlackRock Systematic ESG World Equity Fund Class X2)

USD K5F601073391

07339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A2 클래스
(BlackRock Asia Pacific Absolute Return Fund Class A2)

USD K5F601073425

07342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D2 클래스
(BlackRock Asia Pacific Absolute Return Fund Class D2)

USD K5F601074878

07487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X2 클래스
(BlackRock Asia Pacific Absolute Return Fund Class X2)

USD K5F601073458

07345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A2 클래스
(BlackRock Emerging Markets Flexi Dynamic Bond Fund Class A2)

USD K5F601073466

07346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D2 클래스
(BlackRock Emerging Markets Flexi Dynamic Bond Fund Class D2)

USD K5F601074886

07488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X2 클래스
(BlackRock Emerging Markets Flexi Dynamic Bond Fund Class X2)

USD K5F601073474

07347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구분

종류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형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특수형태 표시

요약 설명
변동자본투자회사(SICAV)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클래스별 판매수수료와 보수,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국내에서는
A2, D2 및 X2 주식 전환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에게 하나 이상의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만 판매), 전환형 하나 이상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
익추구 펀드,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블랙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
제2조 제7호의
해당여부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의 편입으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
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1) 위에서 기술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모집예정금액은 없으며, 특별히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모집은 국내판매대행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kofi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의 매입 절차
(1)

판매회사는 매수신청을 접수한 당일에 매수신청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매수대금에 대하여 외
국자산운용회사에 매수를 주문합니다.

(2)

위 매수주문에 대하여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주문 마감시간인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국 시
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매수주문 접수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
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매수주문접수 익영업일에 상기 매수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
니다. 다만,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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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
(i)

매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한국 시간 오후 20:00) 까지 매
수신청한 경우 :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고객 매수신청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거래접수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거래접수일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해당 거래접수일 익영업일에 상기 매수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니다.

(ii)

매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한국 시간 오후 20:00) 경과 후
매수신청한 경우 :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고객 매수신청 이후 차기로 도래하는 거래접수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거래접수일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해당 거래접수일 익영업일에 상기 매수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니다.

주 1) 거래접수일 : 매주 수요일 (다만, 해당 수요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및 매월 마지막 영업일.

(3)

판매회사는 매수신청일을 포함하여 통상 제3영업일까지 매수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룩셈부르크 기준 원
래의 결제일은 T+3일임). 다만 국내외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
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위 기간 중 고객의 매수신청일로부터 보관회사로의 송금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고
객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이상의 매수과정이 종료되면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확인해 주게됩니다. 이상의 매수과정을 국내 영업일 기준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업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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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영업일 (T+1)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수체결 통보 (판매가격 및 수량)

제3영업일까지 (T+2)

- 매수대금 결제
- 고객에게 매수거래확인서 발송

다만,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
판매회사는 거래접수일을 포함하여 통상 제3영업일까지 매수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룩셈부르크 기준 원래의
결제일은 T+3일임). 다만 국내외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
제일로 합니다. 위 기간 중 고객의 매수신청일로부터 보관회사로의 송금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이상의 매수과정이 종료되면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확인해 주게됩니다. 이상의 매수과정을 국내 영업일 기준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업일 (T)

- 거래접수일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까지 매수신청한 경우에 한함)

제2영업일 (T+1)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수체결 통보 (판매가격 및 수량)

제3영업일까지 (T+2)

- 매수대금 결제
- 고객에게 매수거래확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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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절차

주 1) 상기 도표는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2) 룩셈부르크 시각은 섬머타임 미적용 기준입니다.
주 3) 고객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이전까지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환매 절차
1)

고객이 환매(매도)를 신청하면 판매회사는 신청당일 환매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신청확인서를 고객
에게 교부합니다. 판매회사는 환매신청을 접수한 당일에 외국자산운용회사에 환매를 주문합니다.

2)

위 환매주문에 대하여 외국자산운용회사는 환매신청 마감시간인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
국 시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환매주문접수 익영업일에 공표되는 주당순자산가
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환매주문접수 익영업일에 상기 환매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
니다. 다만,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
(i)

매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한국 시간 오후 20:00) 까지 환
매신청한 경우 :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고객 환매신청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거래접수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거래접수일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해당 거래접수일 익영업일에 상기 환매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니다.

(ii)

매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한국 시간 오후 20:00) 경과 후
환매신청한 경우 :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고객 환매신청 이후 차기로 도래하는 거래접수일 룩셈부르크
현지시간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이후에 계산된 주당 순자산가치(거래접수일 익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를 의미함)를 적용하여 해당 거래접수일 익영업일에 상기 환매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판매회사에 송부합니다.

주 1) 거래접수일 : 매주 수요일 (다만, 해당 수요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및 매월 마지막 영업일.

3)

환매대금이 판매회사 명의의 외화계정으로 송금되면 판매회사는 기준가격의 상승분에 대하여 해당세
율을 원천징수한 후 (법인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가 유보될 수 있음) 세후 외
화환매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지정한 판매회사의 고객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러한 매도대금의
4

이체 절차는 판매회사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판
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세후 외화환매대금을 고객이 지정한 외화계정에 예치, 보관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예치된 외화에 대하여는 해당계좌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되며
외화로 인출여부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판매회사는 고객의 환매신청으로부터 환매신청일을 포함한 제 6영업일까지 환매대금을 지급결제하게
됩니다(룩셈부르크 기준 원래의 결제일은 T+3일임). 다만 국내외의 휴일,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등에
소요 또는 확인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
업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판매회사는 이상의 매도과정이 종료되면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게 거래명세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상의 매도신청 및 매도대금 결제과정을 국내영업일 기준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업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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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영업일 (T+1)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도체결통보 (매도가격 및 체결금액)

제6영업일까지(T+5)

- 매도금액 송금수령 및 고객계좌이체

다만,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
판매회사는 고객의 환매신청으로부터 거래접수일을 포함한 제 6영업일까지 환매대금을 지급결제하게 됩니다
(룩셈부르크 기준 원래의 결제일은 T+3일임). 다만 국내외의 휴일,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등에 소요 또는 확
인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합
니다. 판매회사는 이상의 매도과정이 종료되면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확인해 주
게 됩니다. 이상의 매도신청 및 매도대금 결제과정을 국내영업일 기준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업일 (T)

- 거래접수일 (거래접수일로부터 제1영업일 전일 12:00 정오 (한국 시간 오후 20:00)
까지 환매신청한 경우에 한함)

제2영업일 (T+1)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에 대한 매도체결통보 (매도가격 및 체결금액)

제6영업일까지(T+5)

- 매도금액 송금수령 및 고객계좌이체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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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기 도표는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2) 룩셈부르크 시각은 섬머타임 미적용 기준입니다.
주 3) 고객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이전까지 환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전환 절차
국내판매대행회사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각 하위주식간 전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전환가격에 의한 환매와 매
입의 신청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거래계좌 내에서 대체처리 하되, 환매에 따른 세액은 기준가격 상승분
만큼 과표를 산정하여 산정된 세금을 국내 고객이 결제계좌에 원화로 입금시킵니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1)

삼성증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클래스 A2

선취판매수수료

(2)

클래스 D2

클래스 X2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2% 이내

1.5% 이내

2% 이내

1.5% 이내

-

-

환매수수료

없음
* 다만,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도한 거래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들의 환매대금에 대하여 최대 2%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환수수료

없음.
* 다만, 판매회사는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도한 거래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들의 전환대금에 대하여 최대 2%의 전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

대한민국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각 펀드에 대하여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로서 매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입금액이란 판매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금액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1억원 미만

1.30%

1.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0.90%

0.9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75%

0.75%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50%

0.50%

50억원 이상

0.30%

0.30%

적립식투자(Regular Savings Plan)의 경우에는 매수회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수회차

주식형/혼합형

채권형

1회-12회

1.30%

1.00%

13회 이상

0.90%

0.90%

전환수수료
펀드의 전환시 판매회사는 전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0.5%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0.5%에해당
하는 금액이 2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00원으로 합니다. 적립식 계좌는 전환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환매수수료
없습니다. 단, 타이밍패턴 등을 따른 과도한 비정상적 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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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투자금액
(1)

(2)

삼성증권
현재 최소 투자금액
(혹은 자유롭게 전환가능한 주요통화로 그 상당액)

클래스 A2

클래스 D2

클래스 X2

최초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5,000

$100,000

$1천만

후속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1,000

$1,000

$10,000

최초전환을 위한 최소투자금액

$5,000

$1,000

-

후속전환을 위한 최소투자금액

$1,000

$1,000

-

최소환매금액

$1,000

$1,000

-

최소보유금액

$5,000

-

-

씨티은행
현재 최소 투자금액
(혹은 자유롭게 전환가능한 주요통화로 그 상당액)

클래스 A2

최초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5,000

후속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1,000

최초전환을 위한 최소투자금액

$5,000

후속전환을 위한 최소투자금액

$1,000

최소환매금액

$1,000

최소보유금액

$2,500

전환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신고가 수리된 펀드 중 전환청구일 현재 국내판매대행회사에서 판매중인
펀드로의 전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국내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펀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일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시간은 외국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증권회사 영업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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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각 펀드의 명칭 및 이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코드는 제1부 내용 중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BlackRock Strategic Funds(“이 투자회사”)는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상 개방형 변동자본투자회사(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형태로 설립된 공개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입니다.

이 투자회사는

2007년 5월 2일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상사등기소(Register of Commerce and Companies)에 등록된 등기
번호는 제B127481호 입니다. 이 투자회사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이하 “CSSF”)로부터 2010년 12월 17일자 룩셈부르크 법(개정본 포함) 제I부 조항에 따라
양도성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로 인가 받았으며 동 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CSSF의 인가가 곧 이 투자회
사에 대한 CSSF의 보증이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CSSF가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책임이 있다는 점
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인가는 이 투자회사의 성과에 관한 보증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CSSF는 이 투자회사의 성과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투자회사를 규율하는 정관(“정관”)은 룩셈부르크 상사등기소에 예탁되었습니다.

정관은 2017년 12월 20

일자로 개정 및 재진술되어 2018년 1월 30일 Recueil Electronique des Sociétés et Associations (“RESA”)에 게
재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짐 없이 설립되었습니다.
주1)
주2)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는 이 투자회사의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해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부 내용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외국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회사)

BlackRock Institutional Trust Company N.A.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하위펀드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성명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경력
(기준일자: 2019.12.31)
연수
펀드 수
규모

Raffaele Managing
해당 없음
Savi
Director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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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및 이력
- 블랙록 Scientific Active Equity(SAE) 운용팀
공동 대표
- 블랙록 액티브 주식 운용팀 공동 대표
- 1997년 University of Rome 전자공학과 졸업

하위펀드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성명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경력
(기준일자: 2019.12.31)
연수
펀드 수
규모

Mark
Managing
해당 없음
McKenna Director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Andrew
Ang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Raffaele Managing
해당 없음
Savi
Director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Sam
Vecht

Managing
해당 없음
Director

Managing
해당 없음
Director

블랙록 저변동
Sergio Managing
해당 없음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Trigo Paz Director
주)

주요 경력 및 이력

$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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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대체자산 팀 내 이벤트 드리븐 주식
펀드 팀 총괄
- 2009년 Harvard Management Company 내
공동 대표로서 이벤트 드리븐 펀드 담당
- New York University MBA 졸업

$2,660억

23

- 블랙록 멀티에셋 운용팀 내 펙터 인베스팅
전략 그룹 대표
- Stanford University 재무학 PhD

24

- 블랙록 Scientific Active Equity(SAE) 운용팀
공동 대표
- 블랙록 액티브 주식 운용팀 공동 대표
- 1997년 University of Rome 전자공학과 졸업

20

- 블랙록 액티브 주식그룹에 속한 펀더멘털
주식팀 내 이머징 유럽 및 프론티어 마켓 총괄
- London School of Economics 국제관계학과
및 역사학과 졸업

29

- 블랙록 알파투자그룹 내 이머징 채권 팀
총괄
- 1993년 Paris Sorbonne University 경제 및
재무 MSc

$1,200억

$33억

$176억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수익률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투자회사는 채무가 분리된 개별적인 하위펀드들로 구성된 엄브렐라형(umbrella) 구조입니다. 각 하위펀드
는 다른 하위펀드들과 채무가 분리되며, 이 투자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채무에 대해 제3자에게 전체적으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이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하위펀드 별로 적용되는 투자목적에 따
라 유지되고 투자되는 개별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이 투자설명서 및 이 투자설명서

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 문서에서 언급된 기타 문서들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위펀드
의 지분을 각각 표창하는 개별적인 주식클래스들을 제공합니다.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
펀드의 주식은 클래스 A,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DD, 클래스 E, 클래스 H, 클래스 I, 클래스 I A, 클래
스 J, 클래스 S, 클래스 T, 클래스 U, 클래스 X 및 클래스 Z 주식으로 구분되며, 각각 14개의 서로 다른 지
급 구조를 나타냅니다.
클래스 I A 주식은 현재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배당주식으로만 제공되는 클래스 S와 클래스 T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클래스의 각각의 주식은 배당
또는 무배당 주식클래스로 구분됩니다.

무배당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배당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내용 중 ‘14. 가. 이익배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클래스의 무배당주식은 ‘클래스 A2’와 같이 숫자 2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식은 다시 다음과 같은 주식으로 세분화됩니다:
-

배당금이 매일 산정되는 배당(D) 주식으로 알려진 주식에 대하여는 ‘클래스 A1’과 같이 숫자 1을 사용
하여 각 주식클래스에서 표기합니다.

-

배당금이 매월 산정되는 배당(M) 주식으로 알려진 주식에 대하여는 ‘클래스 A3’와 같이 숫자 3을 사용
하여 각 주식클래스에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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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이 예상 총수익에 근거하여 매월 산정되는 배당(S) 주식으로 알려진 주식에 대하여는 ‘클래스
A6’와 같이 숫자 6을 사용하여 각 주식클래스에서 표기합니다.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클래스 A6는 아직 매입청약이 가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분기 및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이 매분기 산정되는 배당(Q) 주식으로 알려진 주식에 대하여는 ‘클래스 A5’와 같이 숫자 5를 사
용하여 각 주식클래스에서 표기합니다.

-

배당금이 매년 산정되는 배당(A) 주식으로 알려진 주식에 대하여는 ‘클래스 A4’와 같이 숫자 4를 사용
하여 각 주식클래스에서 표기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영국 보고대상 펀드(UK Fund Reporting) 지위를 가진 주식클래스의 명칭에 더 이상
명칭에 “RF”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클래스의 과세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이
투자회사는 더 이상 이러한 식별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은 투자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에서 해당 펀드의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일부 펀드는 자본
에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수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자본성장의 잠재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A 주식
클래스 A 주식은 배당주식 및 무배당주식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판매되며 기명주식 및 글로벌 증권양식으로
발행됩니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모든 클래스 A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됩니다.
클래스 D 주식
(현지 규정을 고려한)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클래스 D 주식은 1) MiFID II 지침에서 정하는 투자활동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2)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을 자신의 고객과 체결하고 있으며, 3) 이러한 활동과 관
련하여 해당 펀드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리베이트나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 자문사나 일임사 또는 판매
회사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클래스 D 주식은 독립 자문사나 일임사가 독일에서 이행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일 은행법(§ 32 KWG)에 따라 독일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 자문사나 일임사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D2주식은 무배당주식으로 판매되며 기명주식 및 글로벌 증권으로 발행됩니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모든
D2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됩니다.
클래스 X 주식
클래스 X 주식은 배당주식 및 무배당주식으로 판매되며 투자자문회사들 또는 계열사들의 재량으로 기명주식으
로만 발행됩니다. 클래스 X 주식에 대하여는 운용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약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 또
는 계열사에게 운용보수를 지급합니다.
클래스 X 주식은 2010년 법 제174조에서 정의된 기관투자자로서 블랙록 그룹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투자회사, 그의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자 서
비스 담당부서에 자신의 지위에 관한 충분한 증빙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클래스 X 주식의 매수를 청약함에 있어 기관투자자는 이 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이 청약 업무를 선의로(good
faith) 행함에 있어 발생한 손실, 비용, 경비 등에 대해 이 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을 면책해주어야 합니다.
헷징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손익이나 비용은 각각의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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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판매회사를 통해 주식클래스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의 통상적인 계좌개설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명주식에 대한 권원은 이 투자회사의 주식 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증빙됩니다.

주주들은 각자의 거래에 대

한 확인서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기명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포괄증권(Global certificate)은 클리어스트림 인터내셔널(Clearstream International) 및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해 운영되는 표준 포괄증권 약정에 의거 제공 가능합니다.

포괄증권은 클리어스트림 인터내셔널 및 유로

클리어의 공통 보관회사 명의로 이 투자회사의 주식 명부에 등재됩니다.

포괄증권양식에 대한 실물주권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포괄증권은 클리어스트림 인터내셔널, 유로클리어 및 중앙지급대행사 간의 약정에 의거
하여 기명주식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포괄증권에 포함된 정보 및 포괄증권양식의 매매 절차는 요청시 각 지역의 투자자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룩셈부르크 Euro MTF에 상장될 것입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의 투자요건(예컨대,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특정된 투자
자 유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요청이 의도치 않게 주주가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클
래스의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주주의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
우, 이사회는 환매에 대해 주주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시장 변동성 위험을 포함한 그 결과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관련 주주와 사전 합의를 통해 그 주주의 승인을 받아 (가
능한 경우) 관련 펀드 중에서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주식클래스로 전환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펀드 또는 주식클래스
이사회는 새로운 펀드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주식클래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이러한

신규 펀드나 주식클래스의 정보를 담기 위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주)

펀드 판매경로에 따른 클래스별 특징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부적절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펀드 선택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투자자들은 붙임 II에 기재된 Blackrock Strategic Funds의 펀드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개시전”으로 표시된 펀드들은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매입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펀드
들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판매개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의 판매개시일에 대한 확인은 각 지역의 투자자

어느 한 펀드에 관한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해당 펀드의 판매

추가적인 거래통화, 헷지된 주식클래스, 배당 및 무배당 주식클래스와

영국 보고대상 펀드(UK Reporting Fund) 지위를 갖춘 주식클래스를 제공하는 펀드들의 최신 목록은 이 투자
회사의 등록사무소와 각 지역의 투자자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전략과 일부 펀드는 “추가출자 제한적(capacity constraint)”으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해
당 펀드 및/또는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해당 펀드의 신규 매수를 제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가령 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회사의 판단에 따라 어느 펀드 또는 투자전략이, 해당 펀드에 적합한

투자대상을 찾거나 기존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에 도달한
경우 등에도 위와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제2부 내용 중 ‘11. 가. 매입’에 포함된 ‘펀드 주식
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펀드 투자
각 펀드는 각각의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투자를 집행하는 데에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펀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제2부 내용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숙독해야 합니다.
각 펀드는 개별적으로 운용되며 제2부 내용 중 ‘8. 나.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 및 차입 제한에 따라 운용됩
니다.

펀드는 헷징이나 위험관리 목적뿐만이 아니라 총수익의 증가를 위해서 금융파생상품 및 특정 통화전

략의 사용을 포함한 투자운용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펀드가 활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에는 선물, 옵
션, 차액계약(CFD), 금융상품에 대한 선도계약과 이러한 계약에 대한 옵션, 미확정 주택담보부증권 거래(TBA
Mortgages), 개별 약정에 의한 스왑계약(신용디폴트스왑 및 총수익스왑 포함), 기타 고정금리, 주식 및 신용
파생상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펀드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과 기타 양도성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
다.

본 투자목적 및 방침에 있어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은 “단기금융상품, 고정 및 변동 금리

상품”을 포함합니다.
개별 펀드의 투자방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하의 용어정의, 투자규칙 및 투자제한은 이 투자회사의 모
든 펀드에 적용됩니다.
-

각 펀드의 개별 투자방침이 총자산의 70%가 특정한 유형 또는 범위의 투자대상에 투자된다고 하는
경우, 총자산의 나머지 30%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문과 규모를 불문하고 일반 회사 또는 발행기
관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펀드의 개별 투자방침이 추가적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채권형 펀드(Bond Fund)의 경우 최대 10%까지는 주
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총자산”에서는 부수적 유동자산(ancillary liquid assets)이 제외됩니다.

-

부수적 유동자산은 펀드의 파생상품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또
는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내에 자산클래스로 펀드가 보유한 것을 제외한 현금
및 현금대용증권을 말합니다.

-

투자방침에 따라 총자산의 특정 비율을 특정한 유형 또는 범위의 투자대상에 투자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투자방침 관련 규정은 비정상적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의 발행,

전환 또는 환매로 인하여 유동성 및/또는 시장위험 헷지 목적상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르는 것으로 합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위험에의 노출을 완화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펀드를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양도성 증권 이외의 양도성 증권에 투
자할 수 있습니다.
-

펀드는 일시적으로 현금 및 현금대용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펀드 명칭, 투자 목적 또는 방침에 “절대수익(Absolute Return)”이 포함된 펀드의 경우 시장상황과 상관
없이 양(+)의 수익 및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각 펀드는 롱 포지션(long positions), 합
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 페어트레이드(pair trades),
시장 레버리지(파생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를 결합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수시
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대용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펀드는 전통적인 ‘매수(long)’ 투자에 기반하면서도 매도투자(short investing) 기법을 모방하여
‘합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 및/또는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을 동시에 취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펀드는 기초자산 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초과 수익을 창출하면서 달성 가능한 알파수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의 수익
을 낳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술된 내용이 절대수익의 보장을 의미하거나 함축하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펀드 명칭, 투자 목적 또는 방침에 “익스텐션(Extension)” 또는 “익스텐션 전략(Extension Strategies)”이 포
함된 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지수에 상대적인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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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각 펀드는 롱 포지션(long positions), 합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 및 시장 레버리지(파생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롱 포지션
을 취하는 것)를 결합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펀드의 투자목적에 특정 자산 유형의
‘투자자산’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해 기초자산에 대해 취득한 익스포저를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러한 투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펀드

는 초과 수익을 창출하면서 달성 가능한 알파수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술된 내
용이 펀드가 성공적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할 것임을 의미하거나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유럽”이라는 용어는 영국, 동유럽 및 구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을 지칭
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또는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이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항목에서 언급된 러시
아에 대한 투자가액이 순자산가액의 1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제된 시장으로 인정된 MICEX-RTS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합니다.

-

어느 펀드의 투자목적에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투자자문회사가
해당 펀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통화관리 및 헷지기법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펀드의 자산에 대한 통화노출을 헷지하거나 통화 오버레이(currency overlay) 등
의 통화관리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항상 펀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헷지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비투자등급”이라 함은 해당 채무증권의 매수시 하나 이상의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스탠다드
앤푸어스 기준으로 BB+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 이하를 받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동등한 등
급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남미”라는 용어는 멕시코, 중미, 남미 및 푸에리토리코를 포함한 카리브해 섬들을 지칭합니다.

-

펀드의 투자목적에 “총 수익(Total Return)”이 포함된 펀드의 경우 수익(income)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펀드 명칭이나 투자목적에 “고정수익(Fixed Income)”과 구별되어 “수익(Income)”을 포함하는 펀드의 경
우 (주식 배당금,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또는 기타 적합한 자산유형으로부터 발생된) 수익 측면
에서 펀드의 적격 투자대상자산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추
구합니다.

이러한 펀드들의 자본증가 달성가능 기회는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들보다 낮을 수도 있

습니다(“자본성장에 대한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 투자목적이나 방침에 “스타일(Style)”을 포함하는 펀드의 경우 어느 한 시점에 가치, 모멘텀, 방어
책 및 캐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스타일 요소들의 전략에 배분하여 투자함으로써 수
익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정량적(즉,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델들로서 주식 선정에 있어

서 체계적이거나 규칙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모델의 수익은 전통적인 자산유
형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전통적인 매수(long-only) 전략에서와는 다른 수익 특성을 보여줍니
다. 각 펀드는 롱 포지션(long positions), 합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 및 시장 레버리지(파생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매수(long) 포지션을 취하는 것)를 결합하
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

펀드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포지션은 현금이나 기타 유동
자산으로 결제이행이 보장(cover)됩니다.

-

펀드가 기업공개(IPO) 또는 신규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증권은 기발행된 다른 증권
에 비하여 가격변동의 정도가 더 크고 가격변동의 예측성이 낮습니다.

-

명확히 하고자, 각 펀드에서 참고하는 지수(index)는 오로지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한 투자스타일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

별표(*) 표시된 펀드의 경우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매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이
사회의 재량에 따라 판매개시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판매개시일에 대한 확인은 각 지역의 투자자 서
비스 담당부서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펀드에 관한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해당 펀드의

판매개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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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개별적인 투자방침에서 “선진시장” 또는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통상 경제
력, 개발여부, 유동성, 시장 접근성과 같은 기준에서 보다 발전되었거나 성숙한 시장이나 국가를 말합
니다. 어느 펀드에 대하여 선진시장 또는 선진국가로 분류된 시장이나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합중국 및 서유럽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펀드의 개별적인 투자방침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이머징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통
상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 및/또는 자본시장 발전을 보여주는 보다 빈곤하거나 저개발된 국가의 시장을
말합니다.

어느 펀드에 대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이머징시장으로 분류된 국가나 시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합중국 및 서유럽 이외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
되지는 않습니다.
-

UN 집속탄금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2010년 8월 1일자로 구속력을
갖게 된 국제법으로, 집속탄(cluster munitions)의 사용, 생산, 취득, 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이 투자회사를 대신하여 투자자문회사들은 전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집속탄, 열화우라늄탄 및 무기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를 선별해 낼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이 투자회사나 소속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부 펀드는 상장지수채권이나 정규시장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여타 채무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실
물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실물자산 그 자체가 아
닌 실물자산의 가격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합니다.

ESG 통합 (ESG Integration)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투자는 종종 “지속가능한 투자”와 함께 사용되거나 혼용됩니다. BlackRock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전반적인 틀로 정의하며, ESG를 BlackRock의 솔루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활용하는 데이터 도구로 정의합니다. BlackRock은 ESG 통합을 위험조정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
요한 환경(environmental), 사회 (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정보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고 지속가능
성 위험을 투자결정에서 고려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BlackRock은 모든 자산군과 포트폴리오 운
용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 ESG 정보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모든 투자 플랫폼

에 대하여 투자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 고려요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ESG 정보와 지속가능성 위험은
투자 리서치,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검토 및 투자 스튜어드십 프로세스에서 고려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지속가능성 위험 등 ESG 통찰과 데이터를 그 리서치 과정에서 전체 정보의 일부로 간주하
며 투자 프로세스 안에서의 해당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투자의사 결정시 ESG 통찰이 유일한 고려사
항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통찰을 고려하는 정도는 펀드의 ESG 특징 또는 펀드 목적에 따
라 결정될 것입니다. 투자자문회사의 ESG 데이터 평가는 도래하는 지속가능성 위험 또는 변화하는 시장 여
건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목적
과 정책에 따르고 펀드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규제적 의무에 부합합니다. 각
펀드에 대하여, BlackRock의 위험 및 정량분석(Risk and Quantitative Analysis) 그룹은 전통적인 재무적 위험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투자 결정이 관련 지속가능성 위험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펀드 포트폴리오를 지속가능성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은 의도한 것임을 보장하고 펀드 투자목적에 따라 위
험을 분산화하고 등급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와 함께 펀드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것입니다.
BlackRock의 ESG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은 투자 분석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위험의 잠
재적 영향을 이해한다는 목적으로 투자자문회사가 고려하는 총 정보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펀드의 목적에 적합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ESG 데이터와 통찰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및 금
융 지표들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제3자로부터의 통찰이나 데이터, 내부 리서치 또는 해설 및
BlackRock 투자 스튜어드십(Investment Stewardship)으로부터의 투입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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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위험은 (관련되는 경우) 투자 리서치, 배분, 선정, 포트폴리오 구성 결정 또는 운용 참여 등 투자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확인되며 펀드 위험과 수익 목표에 대비하여 고려됩니다. 이러한 위험의 평가는
이들의 중요성(즉,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위험 평가들(유동성, 가치
평가 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펀드 문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고 펀드 투자목적 및 투자 정책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ESG 통합은
펀드의 투자목적을 바꾸거나 투자자문회사의 투자 가능 대상을 제약하지 않으며 펀드가 ESG 또는 임팩
트(Impact) 중심 투자 전략이나 배타적 선별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임팩트(Impact)
투자란 재무적 수익과 함께 측정가능한 긍정적인 사회 및/또는 환경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투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ESG 통합은 펀드가 지속가능성 위험으로부터 영향 받는 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에 포함된 ‘ESG 통
합 위험’ 및 ‘지속가능성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ackRock은 법규정이 허용하거나 현재 및 장래 투자자들과 투자자문회사들에게 달리 공개되는 경우
상품 페이지에 공개된 일련의 통합 설명서를 통하여 각 투자전략을 위해 팀 또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ESG 위험 통합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합니다.
투자 스튜어드십(Investment Stewardship)
BlackRock은 관련 자산군을 위한 펀드 자산의 장기적 가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투자 스튜어드십 관여
활동 및 의결권대리행사를 합니다. 경험상 지속적인 재무성과 및 가치 창출은 위험 관리감독, 이사회의 책임
및 규제 준수 등 건전한 지배구조 활동으로 개선됩니다. BlackRock은 이사회의 구성, 효율성 및 책임을 최우
선 순위로 둡니다. 경험으로 볼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기준은 이사회의 리더십과 감독의 근간이 됩
니다. BlackRock은 이사회가 이사회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이사 책무와 약속, 교체
및 승계 계획, 위기관리 및 다양성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더 잘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BlackRock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핵심 비즈니스 특성에 기반하여 투자 스튜어드십 활동에 장기적 관점
을 취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들 대다수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으므로, BlackRock은 이들
을 장기 주주로 간주합니다. 2) 또한 BlackRock은 다양한 투자 기간(investment horizon)을 가진 전략들
을 제공하고 있는데, 즉, BlackRock이 투자대상 회사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BlackRock의 지속가능한 투자 및 투자 스튜어드십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blackrock.com/corporate/sustainability
및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 about-us/investment-stewardship#our-responsibilit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FDR
BlackRock Systematic ESG World Equity Fund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BlackRock은 관련 데이터를 기초투자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SFDR 규정에 기재된
건전한 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기업들 내 기초 투자자산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전한 경영 구조,
근로자 관계, 직원 보수 및 납세 준수와 관련됩니다. BlackRock은 기초 발행인의 지속가능성 관련 특징
들을 평가할 시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특정 ESG 전략에 따라 건전한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3자 운용회사를 포함하여 여하한 위탁 운용회사의 건
전한 지배구조 평가 체계를 평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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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은 현재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EU) 규정
2019/2088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펀드에 대한 불리한 지속가능성 영향과 관련한 투명성 요건을 준수
하고자 합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16/1011 (“벤치마크 규정”)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거나, 벤치마크 지수를 기초로 운용되거나, 혹은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벤치마크를
활용하는 펀드의 경우 이 투자회사는 벤치마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SMA가 유지하는 등록부에 벤
치마크 관리자를 등재하거나 등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펀드의 벤치마크에 대한 해당 벤치마크 관리자와
협업합니다.
벤치마크 규정상 제공되는 경과규정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벤치마크 관리자는 벤치마크 규정 제36조에 따라
ESMA가 유지하는 관리자 및 벤치마크 등록부에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규정 상 제공

되는 경과규정의 적용기간은 제3국 관리자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벤치마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SMA가 유지하는 등록부에 포함된 벤치마크 관리자 목록은
https://registers.esma.europa.eu/publication/searchRegister?core=esma_registers_bench_entities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다음의 관리자들은 등록부에 포

함되어 있습니다:
•

MSCI Limited

•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

ICE Date Indices LLC

•

Bloomberg Index Services Limited

•

S&P Dow Jones Indices

이 투자회사는 등록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며 해당 정보는 다음 회차 증권신고서에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투자회사는 벤치마크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벤치마크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명시하는 견
고한 방안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절차를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요구되며, 이러한 절차는 각 펀드가
투자전략의 결과 금융파생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총 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 이하 “총
위험평가액”)을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펀드의 총 위험평가액을 측정하고 시장위험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약
정금(Commitment) 방식” 혹은 “최대손실가능금액(Value at Risk)” (“VaR”)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VaR 방법
VaR 방법은 일반적인 시장 조건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신뢰구간에서 각 펀드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VaR 산정 목적상 99%의 신뢰수준과 1달 동안의 기간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펀드의 총 위험평가액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VaR 측정 방식에는 “상대적 VaR”과 “절대적 VaR”의
두 종류가 사용됩니다. 상대적 VaR은 벤치마크하거나 참조하는 포트폴리오의 VaR과 비교함으로써 각 펀드
의 총 위험평가액을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평가액보다 제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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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 펀드의 VaR은 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VaR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VaR은 벤치마크하
거나 참조하는 포트폴리오가 위험 측정 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VaR로
서 사용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절대적 VaR은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VaR 방식을 활용하여 총 위험평가액을 측정하는 펀드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부 펀드의 총 위험평가액
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상대적 VaR 방법을 사용하며 기타 경우에는 절대적 VaR 방법을 사용합니
다. 각 펀드에 대해 활용되는 VaR 방법 유형은 이하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적 VaR을 사용하는 경우 산정
에 활용된 벤치마크 또는 참조 포트폴리오도 표시됩니다.
약정금(Commitment) 방식
약정금 방식은 펀드의 금융파생상품에 따른 총 위험평가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의 기초 시가 또
는 액면가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2010년 법에 의거 약정금 방식에 따른 펀드의 총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각 펀드의 투자 노출 수준(즉, 투자상품과 현금 결합)은 금융파생상품 또는 차입(차입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만 허용되며, 투자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는 없습니다)의 사용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를 초과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펀드의 투자 노출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합니다. 규정에 따
라 글로벌 투자설명서에는 VaR 방법을 사용하여 총 위험평가액이 계산되는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에 관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VaR 방법을 사용하여 총 위험평가액이 계산되는 각 펀드의 예상되는 레버리
지 수준은 이하에 기재되며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각 펀드는 어느 섹터 또는 지역의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투자상품의 가격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
에서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갖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해당 투자자문회사는 펀드가 직면한 시장 위험
을 헷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레버리지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목적상, 레버리지는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함으로써 입게 되는 투자 노출에 해당되며, 해당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의 모든 명목 가치의 합을 정산(netting) 과정 없이 단순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상 레버리지의 수준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후강퉁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홍콩증권거래소(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
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하며 선강퉁은 홍콩증권거래소(HKEX), 선전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강퉁의 후구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퉁 펀드들 포
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주식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주문
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의 강구퉁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에서 후강퉁 펀드들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을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적격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에는 수시로 상하이증권거래소 180지수와 상하이증권거래소 380지수에 포
함되는 구성종목과,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홍콩주식거래소에 상장된 H 주식에 상응하는 상
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중국 A주식이 포함되며, 다음 각 호의 주식은 제외됩니다:
a)

위안화(RMB)로 거래되지 않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주식

b)

“관리종목(risk alert board)”에 포함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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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권 목록은 검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수시로 공표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강퉁에서의 거래는 일별투자제한(“일일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후강퉁의 후구퉁과 강구퉁에서의 거래는
별도의 일일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일한도는 매일 후강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외 거래의 최대 순매수가
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선강퉁은 선구퉁과 강구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강퉁의 선구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선강퉁 펀드들 포
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주식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선전증권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강퉁의 강구퉁에서 중국 투자
자들은 홍콩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강퉁에서 선강퉁 펀드들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을 통하여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적격주식을 거
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에는 수시로 심천종합지수(SZSE Component Index)와 시가총액이 RMB60
억 이상인 심천증소기업지수(SZSE Small/Mid Cap Innovation Index)에 포함되는 구성종목과, 중국 A 주식
과 H 주식을 모두 발행하는 선전주식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선구퉁 초기에는 창
업판(ChiNext Board)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들은 관련 홍콩 규칙 및 규정에서 정의되
는 전문투자자들로 한정될 것입니다.
적격증권 목록은 검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수시로 공표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강퉁에서의 거래는 일별투

자제한(“일일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선강퉁의 선구퉁과 강구퉁에서의 거래는 별도의 일일한도 제한을 받
습니다. 일일한도는 매일 선강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외 거래의 최대 순매수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홍콩증권거래소(HKEX)의 완전소유자회사인 홍콩중앙예탁기관은 중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청산, 결제 및 예탁
기관과 명의대리인의 제공, 그리고 각 시장 참가자들과 투자자들이 체결한 거래와 관련한 기타 업무를 제공
할 책임을 집니다. 후강퉁을 통해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은 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중국 A주
식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이 중국예탁결제원의 옴니버스 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
거래소 증권에 대한 소유권(proprietary interests)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등기기관(share registrar)인 중국예탁결제원은 그러한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
거래소 증권에 대한 법인 조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홍콩중앙예탁기관을 주주 중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UCITS 요건에 따라, 보관회사는 글로벌 보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국 내 펀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 보관 중인 비 현금 자산과 법적으로 분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CSSF가 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또한 보관 중인 자산의 성격과 금액, 각 자산의 소유권 및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문서가 소재한 장소에
대한 명백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그 대리인을 통하여 유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후강퉁 및 선강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 증권의 거래 및 결제 시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중국예탁결제원, 홍콩중앙예탁기관 또는 중국본토의 관할당국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수수료와

부과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hkex.com.hk/eng/market/sec_tradinfra/chinaconnect/chinaconnect.htm)를 통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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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는 외국인투자제도 및/또는 채권퉁을 통해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제도를 통한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2016년 2월 24일 중국 인민은행(PBOC)에서 발표한 “공고 (2016) 제3호(Announcement (2016) No 3)”에 따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당국에서 공포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전제로 중국은행간채권시장(“외국인투
자제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관련 감독당국에
서류제출 및 계좌 개설을 담당하는 중국 본토 내 결제대리인을 통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한도는 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퉁의 후구퉁 거래를 통한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채권퉁은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채권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을 위해 중국외환거래시스템 및 National Interbank
Funding Centre(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 National Interbank Funding Centre)(“CFETS”), 중국
중앙예탁청산소(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 Ltd), 상하이 청산소(Shanghai Clearing House), 홍콩
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및 홍콩 중앙결산시스템(Central Moneymarkets Unit)
이 설립 2017년 7월에 새로 시행된 방안입니다.
중국 본토 현행 규정에 따라,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퉁의 후구퉁 거래(“후구퉁(Northbound Trading
Link)”)를 통해 중국 은행간채권시장(China Interbank Bond Market)(“CIBM”)에서 유통되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
습니다. 후구퉁(Northbound Trading Link)의 투자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구퉁(Northbound Trading Link)에 따라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인민은행(PBOC)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CFETS 또는 중국 인민은행(PBOC)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들을 등록대행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후구퉁은 중국 본토 밖에 위치한 거래 플랫폼을 말하며 적격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퉁을 통해 중국은행간채
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에 대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CFETS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콩증권거
래소(HKEX)와 CFETS는 전자 거래 서비스 및 적격 외국인 투자자와 승인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CFETS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전자 채권 거
래 플랫폼들과 협업할 것입니다.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전자 채권 거래 플랫폼(예를 들면 Tradeweb와 Bloomberg)에서 제공된 채권퉁
을 통해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거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어서
CFETS에 호가 신청을 전송하게 됩니다. CFETS는 중국 본토에 있는 다수의 승인된 국내 투자매매업자(시장
조성자 및 시장 조성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인(人) 포함)에게 해당 호가 신청을 송부할 것입니다. 승인된 국
내 투자매매업자는 CFETS를 통해 해당 호가 신청에 응답하게 되고, CFETS는 국내투자매매업자의 응답 내
용을 동일한 역외 전자 채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송부합니다. 적격 외국인 투자자
가 호가를 수락하면 CFETS에서 거래가 체결됩니다.
한편, 채권퉁 하에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대한 대금결제 및 보관은 해외 보관대리인인 홍
콩 중앙결산시스템(Central Money-markets Unit), 중국 본토의 국내 보관회사 및 청산기관인 중국 중앙예탁청
산소(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 Ltd) 및 상하이 청산소(Shanghai Clearing House) 간의 결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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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제 연계 시스템 하에 중국 중앙예탁청산소나 상하이 청산소는 중국
국내에서 확정된 거래들에 대한 총액 결제를 실행하고 홍콩 중앙결산시스템은 관련 규칙들에 따라 적격 외
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홍콩 중앙결산시스템 회원사들의 채권 결제 지시를 처리합니다.
중국 본토의 현행 규정에 따라,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이 인정한 해외 보관대리인인
홍콩 중앙결산시스템은 중국 인민은행(PBOC)가 인정한 국내 보관대리인(즉, 중국증권등기결산회사(China
Securities Depository & Clearing Co., Ltd) 및 홍콩은행동업결산유한공사(Interbank Clearing Company Limited))
에 통합명의인계좌(omnibus nominee account)를 개설합니다.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은
홍콩 중앙결산시스템의 명의로 등록되며, 홍콩 중앙결산시스템이 명의 소유자로서 채권을 보유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의 유동성은 특히 예측이 불가하므로 이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자들은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투자하기 전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위험 고려사항” 항목의
“유동성 위험” 및 “중국은행간채권시장과 관련된 특정 위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 및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는 통상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는 해당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제
도 및/또는 채권퉁 및/또는 관련 규정들이 수시로 허용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중국본토에서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에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역내 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 또는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거나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 및 CIBM
펀드 모두에 해당하는 펀드는 (경우에 따라)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외국인투자제도(Foreign
Access Regime), 채권시장연계제도(Bond Connect)를 통하여 합산하여 총자산의 20%까지 중국(PRC)에 직접
투자 가능합니다.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침(Baseline Screens Policy)
투자자문회사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매입 당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분야에 노출되어 있
거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발행인(일부 경우 특정 수익 기준점(revenue threshold)에 따름)에 대
한 직접 투자를 (경우에 따라) 제한하고/거나 배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i)

논란이 되는 무기의 생산

(ii)

민간인에게 소매 판매하기 위한 총기나 소형 탄약의 판매나 생산

(iii)

특정 유형의 화석 연료의 추출 및/또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

(iv)

담배 생산 또는 담배 관련 상품과 관련된 특정 활동

(v)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UN Global Compact Principles)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행인

ESG 기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회사와 이의 계열사가 생성한 내부자료나 하나 이상의
제3자 ESG 리서치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법률을 준수하였던 기존 보유분이 이후 적격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보유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각될 것입니다.
펀드는 상기와 같은 ESG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발행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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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가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전체

투자대상

리스트(특정

투자한도

포함)은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literature/publication/blackrock-baseline-screens-in-europe-middleeastand-africa.pdf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이 분야에 대한 자료와 리서치 결과가 많아지
면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침(Baseline Screens Policy)을 점차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수
시로 투자자문회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항목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
한 변경은 주주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1) 본 펀드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이하 ‘투자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 및 차입 권한
1.

이 투자회사는 정관에 따라 룩셈부르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성 증권 및 기타 유동금융자산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정관은 상기 법에 따라 이사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 투자회
사 자산의 투자, 차입 또는 담보제공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투자회사의 정관은 이 투자회사의 하나 이상의 펀드가 발생한 또는 발행할 예정인 증권을 매입하거
나 보유하는 것을 룩셈부르크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차입제한
3.

룩셈부르크법 및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이 투자회사에 적용됩니다.

(1)

각 펀드는 다음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1)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정규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
상품

2)

EU 회원국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인정된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3)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대륙 및 아프리카에 소재하는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4)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대륙 및 아프리카 등에 소재하는 국가가 인정하고 동 국가들의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5)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발행 조건에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상
기 1) 및 3)에 기재된 증권거래소 또는 상기 2) 및 4)에 기재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정규시장
중 어느 하나에 공식 상장 신청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양도성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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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회원국 내의 소재를 불문하고 지침 2009/65/EC 제1조 제2항 (a)호 및 (b)호에 정의된
UCITS 및/또는 기타 집합투자기구(“UCI”)의 수익권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수익권
▶

해당 기타 UCI가 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감독에 상응한다고 CSSF가 판단하는 감독
대상이고 당국들간의 협력이 충분히 보장될 것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야 합니다.

▶

기타 UCI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UCITS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상응
하여야 하고, 특히 자산분리, 차입, 대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커버되지
않은(uncovered) 매도에 대한 규정이 지침 2009/65/EC의 요건에 상응하여야 합니다.

▶

기타 UCI의 사업은 보고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수익 및 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되어야 합니다.

▶

그 자산의 취득이 예정된 UCITS 또는 기타 UCI 의 설립서류(정관)에 따라 해당 UCITS
또는 기타 UCI의 자산(또는 제3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위펀드에 대한 부채의 분리원칙
이 보장됨을 전제로 UCITS 또는 기타 UCI의 하위펀드의 자산)의 총10% 이하만이 다른
UCITS 또는 기타 UCI의 수익권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요구불이거나 인출권이 부여된 예금이어야 하고 그 만기가 12개월 이
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은 EU 회원국 내에 등록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그 등록사
무소가 EU 비회원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CSSF가 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감독에 상응한다
고 판단하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8)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상응하는 현금결제상품을 포함) 및/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단,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품의 기초증권은 상기 1) 내지 7)에 기재된 증권, 또는 회사가 회사의 투자목적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지수, 이자율, 환율 또는 통화로 구성되어야 하고,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을 받고 CSSF가
승인한 종류에 속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

장외 파생상품은 매일 신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이 투자회사는 언제든
지 임의로 공정한 가치에 의하여 해당 장외 파생상품을 매도, 현금화 또는 상계(offsetting)
거래를 통하여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2010년 법 제41조 제(1)항 (a)호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그 발행인은 투자자 및 예금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받아야 함). 단,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단기금융상품이 EU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U,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U 비회원국, 연
방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 또는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이 속하는
국제적 기관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되었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을 상기 1), 2) 또는 3)에서 언급된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
인이 발행하였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유럽공동체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 감독
(prudential supervision)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되었거나, 또는 CSSF가 유
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건전성 규제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
을 받거나 그를 준수하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되었거나,

▶

해당 단기금융상품은 CSSF가 승인한 종류에 속하는 기타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단, (i)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는 상기한 문단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를 받으며, (ii) 그 발행인은 자본금과 유보금이 10,000,000유로 이상이고 그 연간 재무
제표를 지침 2013/34/EU(Directive 2013/34/EU) 제1조에 따라 공고하는 회사이거나, 하나 이
상의 상장회사들을 포함하는 그룹사내에서 해당 그룹의 재무를 맡고 있는 회사이거나, 은행
의 유동성공여(banking liquidity line)를 받는 유동화기구의 재무를 담당하는 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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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 각 펀드는 자신의 순자산의 10%까지 (1)의 1) 내지 9)에 언급된 양도성 양도성 증권 이외의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각 펀드는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 (1)의 6)에서 언급된 UCITS 및/또는 기타 UCI의 출자지분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각 펀드의 UCITS,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 또는 기타 UCI에 대한 투자총액은 각 펀
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펀드는 다른 UCITS의 적격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다음 펀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BlackRock Dynamic Diversified Growth Fund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Defensive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Moderate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Growth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Conservative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각 펀드는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 (1)의 6)에서 언급된 UCITS 및/또는 기타 UCI의 출자지분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UCITS 및/또는 기타 UCI에 대한 투자는 각 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와 관련하여 해당 하위펀드 간 부채가 분리된 경우
어느 투자대상 엄브렐라 펀드의 각 UCITS 또는 UCI 하위펀드는 개별 발행인으로 간주됩니다.
UCITS 이외 적격 UCI가 발행한 수익권에 대한 투자총액은 합산하여 해당 펀드 순자산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각 펀드가 UCITS 및/또는 기타 UCI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5)에 규정된 한도를 계산할 때 각 UCITS
또는 기타 UCI의 자산을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i) 동일한 운용회사가, 또는 (ii) 운용회사와 공동의 경영 또는 지배에 의하여, 또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보유에 의하여 연관된 기타 회사가,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운용하는 다른 UCITS 및/또는 기타
UCI에 대한 출자지분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당 UCITS 및/또는 기타 UCI의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는 판매수수료 또는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lackRock
그룹사 내의 이해상충 관계”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가 다른 UCITS 및 여타 UCI에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문회사는 해당 펀드에
부과되는 총 운용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하되, 피투자 UCITS 및 UCI 수준에서 부과되는 운용보수는 포
함)가 해당 펀드 순자산가치의 3.7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펀드(“투자펀드”)가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

피투자펀드는 투자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피투자펀드는 그 자산의 10% 이상을 이 투자회사의 다른 펀드 수익권(본 항에 명시됨)에는 투

•

어느 투자펀드가 피투자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당해 투자펀드는 해당 피투자펀드에

자할 수 없습니다.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펀드와 해당 피투자펀드 수준에서 운용보수, 판매 또는 환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투자펀드 수준에서 부과되는 성과보수 및 피투자펀드의 일반
관리 및 서비스에 따르는 연간 서비스 보수와 여타 수수료는 투자펀드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가치는 2010년 법에서 정하는 최소 순자산 요건(현재 €1,250,000)을 확인하기 위
한 목적상 이 투자회사의 순자산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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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는 부수적인 유동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펀드는 아래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 발행인에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한 발행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
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동일한 기관에 예치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3)

예외적으로 상기 1)의 10% 제한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EU 회원국, 그 지방자치단체, EU 비회원국 또는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이 속하는 공적인
국제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의 경우는 35%

▶

EU 회원국 내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공
적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25%. 특히 이러한 채권의 발행대금
은, 법령에 따라 (i) 채권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채권에 부여되는 청구의 변제에 충당될
수 있고, (ii)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원금과 발생이자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펀드가 자신의 순자산의 5%를 초과하여
본 항에서 언급된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총액은 해당 펀드
순자산가치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펀드가 그 순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모든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 또는 단
기금융상품의 총액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은 건전성 감독
(prudential supervision)을 받는 금융기관과 이루어진 예금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의 두 단락에 언급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한도는 본 항의 40%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됩니다.
상기 1) 내지 4)에 정한 개별적 제한 외에도 펀드의 아래 합계액이 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또는

▶

동일한 기관에 대한 예치액 및/또는

▶

동일한 기관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총위험평가액.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한의 준수에 있어 내
재된 파생상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기 1) 내지 4)에 규정된 제한은 합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기 1) 내지 4)에 따라 이루어 지는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동일한 기관에 대한 파생상품투자 또는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펀드 순자산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침 83/349/EEC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정의된 연결 재무제표 목적상 동일한 그룹
에 속한 회사들은 상기 1) 내지 4)에 규정된 제한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펀드는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그룹의 양도성 증권 및 상기 4)의 3가지 경우에 대한 투자의 합
계액이 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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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7)에 규정된 제한에 따를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관이 발행한 주식 및/또는 채권에 투자하
는 경우에는 상기 1)에 정한 10%의 상한은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해당 펀드 투자방침의
목표는 CSSF가 인정하는 특정 주식 또는 채권의 지수의 구성을 복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수의 구성이 충분히 분산되었을 것

▶

해당 지수는 해당 지수가 나타내는 시장의 적절한 기준지수(벤치마크)를 나타낼 것

▶

해당 지수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될 것

특정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규시장에서 예외적인 시장
상황에 의하여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기 상한은 35%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상한 한도 내에서의 투자는 하나의 발행인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각 펀드는 EU 회원국, 그의 지방자치단체, OECD 회원국 또는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적인 국제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상이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동 펀드의
순자산의 최대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i) 해당 증권은 서로 다른 6개 종목 이상의 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ii) 각 종목의 증권이 해당 펀드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이 투자회사는 발행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
습니다.

(7)

이 투자회사는 아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동일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무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2)

동일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3)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4)

동일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다만, 그 취득 시 채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의 총액 또는 발행증권의 순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2), 3) 및 4)에 정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6) 및 (7)에서 정한 제한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EU 회원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2)

EU 비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3)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이 회원인 공적인 국제기구가 발행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4)

비회원국의 제정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분의 취득이 해당 펀드가 당해 국가의 발행기관의 증권
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등록사무소가 당해 국가에 있는 발행기관의 증권에
투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가 보유하
는 양도성 증권. 다만, 본 예외는 동 비회원국에 설립된 회사의 투자목적이 2010년 법의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도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10년
법의 제43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49조를 준용합니다.

5)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집합투자증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단순히 운용, 자문, 마켓팅만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이 투자회
사가 보유하는 양도성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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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증권에 부수되는 청약권을 항상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또는 청약권의 결과로 상기 (2) 내지 (7)에 규정된 비율(%) 상한
을 초과한 경우 이 투자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이러한 제한초과 상황을 시정하
도록 초과분을 매도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0)

펀드는 자신의 (시가로 평가한) 총 순자산가액의 10%까지 차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입은 일
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펀드의 계산으로 “백투백 론(back-to-back loan)”의 방식
으로 외국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과 그에 따른 발생이자 및 2016년 8월 22일부터 이러한 차
입에 따른 수수료(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지급되는 약정수수료를 포함)는 각 펀드의 자산
에서 지급됩니다.

(11)

이 투자회사는 제3자를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i) 상기 (1)의 6), 8)
및 9) 에서 정한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완납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로 취득하는 행위, 또는 (ii) 허용되는 포트폴리오 증권에 대한 대여거래 등은 융자 제공으로 간주
되지 아니합니다.

(12)

이 투자회사는 상기 (1)의 6), 8) 및 9)에서 정한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대한 커버되지 않은(uncovered)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회사는
상기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금융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예치를 하거나 계산을 이행하는 것
이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13)

이 투자회사는 귀금속 또는 이를 표창하는 증서, 상품(commodities), 상품 계약 또는 상품을 나타내는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14)

이 투자회사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옵션, 권리 또는 권리에 대한 지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
습니다. 단, 이 투자회사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담보되는 증권 또는 부동산 또
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투자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회사는 주식이 판매되는 국가의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추가적 제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는 각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소 변동 및 양도성 증권 투자에 따르는 여타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금융기법과 수단

(1)

이 투자회사는 포지션 위험과 전반적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
관리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는 파생상품의 유형, 기초자산 위험, 수량적 제한 및 파생
상품 거래와 연관된 위험 평가를 위하여 택한 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CSSF가 정하는 상세한
규정에 따라 CSSF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 투자회사는 CSSF가 정한 조건에 따라 CSSF가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
품과 관련한 투자기법을 사용하도록 승인됩니다. 단, 이러한 투자기법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 또는
헷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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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운용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한 조건과 제한은 2010년 법의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금융기법 및 수단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
의 원래의 투자방침과 투자제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투자회사는 기초자산의 전체 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이 펀드의 총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합니다. 각 펀드는 상기 3. (5)의 4)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
다. 단, 기초자산에 따르는 총위험평가액이 합산하여 상기 3. (5)의 1) 내지 4)에 규정된 투자제한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연계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상기 3. (5)의 1) 내지 4)에 규정된 투자제한을 적용
하는데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양도성 증권에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한의 준수에 있어 내재된 파생상품을 고
려하여야 합니다.

▶

위험평가액(Exposure)은 기초자산의 현재가치, 거래상대방 위험, 장래의 시장변동 및 포지션 현
금화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위험은 거래상대방이 EU 회원국 또는 CSSF가 EU
내에서 적용되는 감독규정에 상응하는 감독규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
기관인 경우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의 경우에 동 한도는 5%입니다.

(5)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 기타 기술과 기법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추가하여 이 투자회사는 CSSF 회람 08/356(이후 수정본 포함) 및 ESMA 가이드
라인 ESMA/2012/832EL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과 관련된 여타 기술과
기법(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거래(“레포거래”)와 증권대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VII에 각 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여 및 레포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자산가치 최대 및 예상 비
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비율은 제한이 아니며 실제 비율은 시장조건 및 시장 내 차입수요를 포
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요인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및/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증권금융거
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하여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과 관
련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법과 수단들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
법들과 수단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적합하며

2)

아래와 같은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결될 것:
(i)

위험 감소,

(ii)

비용 감소, 및

(iii)

이 투자회사 및 이 투자회사의 관련 펀드들의 위험 특성 및 이들에게 적용되는 위험 분산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 수준으로서 이 투자회사의 자본을 증액하거나 추가 수익을 창출.

3)

이 투자회사의 위험관리절차에 의하여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그리고

4)

펀드가 표방하는 투자목적의 변동을 야기시키거나 투자설명서와 해당 KIID에 기재된 일반적인
위험 방침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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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기법(금융파생상품 제외)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상기한 거래들은 관련 펀드가 보유하는 자산 100%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i) 거래 체
결 수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 투자회사가 환매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여된 증권의 반환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ii) 상기한 거래들이 관련 펀드의 투자방침에 따른 이 투자회사의 자
산운용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은 이 투자회사의 위험 관리절차에 따라 감시됩니다.
보관회사는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보관업무를 위탁한 제3자가 보관 중인 펀드의
자산을 재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활용이란 보관 중인 펀드 자산의 이전, 질권설정, 매각, 대
여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경우 펀드의 자산은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재활용이 펀드의 계산으로 체결되는 경우

▶

보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펀드 및 이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재활용 거래의 경우

▶

권원 이전 약정에 따라 재활용 자산의 시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치 이상의 시가를 가지는 유동
성 있는 우량 담보를 펀드가 수령하여 거래가 담보되는 경우

(6)

증권대여거래 및 관련 잠재적 이해상충
각 펀드는 총 순자산가치 100%까지 증권대여거래(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정 조건 하에 증권대여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이 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인정된 결제기관이 주관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거나 CSSF가 유
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감독규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건전성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러
한 종류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대차프로그램을 통하여 증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증권 차주는 CSSF가 유럽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감독규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건전성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

증권대차거래로부터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하는 어느 펀드의 순위험평가액(펀드의 위험
평가액에서 펀드가 수령한 담보물의 가치를 뺀 금액)은 2010년 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20%의 투자한도에 포함됩니다.

4)

이 투자회사는 증권대차거래의 일부로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담보의 시가는 언
제라도 대여대상 증권의 시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상기한 담보는 대여대상 증권의 양도 전에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받아야 합니다. 상기 1)에
언급된 중개기관을 통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 대상 증권은 (해당 중간 당사자가 거래의
적절한 완결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수령 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중개기관은 차
주를 대신하여 UCITS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이 투자회사는 언제라도 체결한 증권대여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여 증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회
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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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여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거래 관계 착수 시 면밀한 신용평가 및 개별 법인체 수준의 심층적인 검
토에 기반하여 선정됩니다. 신용평가는 법인체 및/또는 적용되는 경우 지배구조, 규제제도, 운용실적,
재무건전성 및 여하한 외부기관평가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회사는 연차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에 대여 대상 증권의 총평가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보관
회사가 보관 중인 자산의 재활용과 관련한 UCITS 지침에 따른 추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관
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대여프로그램 운용 시 (i) BlackRock이 대여대리인으로서 BlackRock 및 이의 관계사를 위한 추가
적 위험조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여되는 증권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특정 증권을 대여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으며 (ii) BlackRock이 대여대리인로서 BlackRock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대여를 할당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BlackRock은 증권대여 고객들에게 시간에 따라
비례 배분에 따른 동등한 대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증권대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lackRock은 차주 채무불이행 발생 시 특정 고객들 및/또는 펀드들의
담보 부족분을 배상합니다. BlackRock의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RQA”)는 증권거래프로그램 상
BlackRock의 거래상대방 채무불이행 시 배상대상 및 배상제외 고객들을 위한 담보 부족 위험(“부족 위
험”)에 대한 잠재적 달러 익스포져를 정기적으로 산정합니다. 주기적으로,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는
BlackRock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대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부족액 배상 위험의 최
대 액수(“배상 익스포져 한도”) 및 거래상대방별 신용익스포져의 최대 액수(“신용한도”)와 프로그램의
운영 복잡성을 결정합니다.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는 대여 및 담보 종류 및 시장가치 그리고 특정 차주
거래상대방의 신용 특성과 같은 대여-수준(loan-level) 요인을 사용하여 예상 부족 가치를 산정하는 위
험 모델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는 적격 담보를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 신
용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기타 증권대여프로그램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배상 익스포져
한도의 운용은 여하한 시점에 BlackRock이 수행할 수 있는 증권대여활동의 액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특정 대여(자산 종류, 담보 유형 및/또는 수익 특성을 포함)에 대한 대여 기회의 규모를 축소함으
로써 배상대상 및 배상제외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비례 배분을 위해 미리 결정된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활용합니다: (i) BlackRock 전체
는 다양한 프로그램 한도(즉, 배상 익스포져 한도 및 거래상대방 신용한도)에 따른 충분한 대여 수용력
을 가져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여기회를 할당하기 위해서 (ii) 대여 포트폴리오는 대여 기회가 도래
했을 때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iii) 대여 포트폴리오는, 대여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직접 또
는 동일 시장 교부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와 함께 합산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렇
게 함으로써, BlackRock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BlackRock의 배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포트폴리오

에 대하여 동등한 대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대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는 동등한 결
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산 구성, 여러 증권에 대한 자산/부채 스프레드, 그리고 회사가 부
과하는 전체적 한도로 인하여 개별 고객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레포거래
이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합의된 가격과 조건으로 매입인으로부터 증권을 재매입할 권리나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
여하는 증권의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 환매조건부매매계약

▶

만기 시 매도인(거래상대방)이 매도된 증권을 재매입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이 투자회사가 수령
한 증권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선도 거래로 이루어진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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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펀드는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총 순자산가치의 100%까지 환매/역환매조건부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
니다. 그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모든 추가 소득은 해당 펀드에 귀속됩니다.
1)

이 투자회사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서 레포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투자회사가 레
포거래를 위하여는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a)

상기 (6)항의 2) 및 (6)항의 3)에 규정된 조건의 충족

(b)

이 투자회사가 매수인인 레포계약의 기간 동안 이 투자회사는 다른 보전 수단이 있지 않
는 한 거래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거나 환매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매계약의 대상인 증
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c)

레포거래에 따라 이 투자회사가 취득한 증권은 펀드의 투자방침 및 투자제한 규정에 따라
야 하고 아래 증권으로 국한됩니다.
(i)

단기 은행 예금증서(bank certificates) 또는 2007년 3월 19일자 지침 2007/16/EC에
정의된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

(ii)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부 이외의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

(iii)

이하 (8)항 2)의 (b), (c) 및 (d)에서 언급된 자산. 이 투자회사는 연차 보고서 및 반
기 보고서의 기준일 현재 미청산 포지션인 레포거래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이 투자회사가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투자회사는 언제라도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회수할 수 있거나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
다. 7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고정된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이 투자회사가 언제라도 자산을 회
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이 투자회사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투자회사는 언제라도 발생기준으로 혹
은 시가 기준으로 현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체결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시가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순자산가치 산정시 그 시
장가격으로 포함됩니다. 7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고정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이 투자회사
가 언제라도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8)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기법을 위한 담보의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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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현금 이외의 담보는 조기 매각 가치(pre-sale valuation)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여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명한
가격으로 다자간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y)을 통해 거래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령
한 담보는 2010년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가치평가: 담보는 최소 매일 단위로 시가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
는 자산은 보수적인 손실처리(haircut)가 적용되지 않는 한 담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c)

발행인의 신용도: 수령한 담보는 높은 우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d)

상관관계: 수령한 담보는 거래상대방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아
니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독립적인 발행인이 발행한 것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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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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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즉시 사용가능성: 수령한 담보는 이 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나 이의 승인 없
이 언제라도 완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거래 관계 착수 시 면밀한 신용평가 및 개별 법인체 수
준의 심층적인 검토에 기반하여 선정됩니다. 신용평가는 법인체 및/또는 적용되는 경우 지배구
조, 규제제도, 운용실적, 재무건전성 및 여하한 외부기관평가를 포함합니다.
2)

상기한 기준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담보는 아래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현금, 단기 은행예금, 2007년 3월 19일자 지침 2007/16/EC에 정의된 단기금융상품, 거래
상대방과 관계인인 아닌 일급 여신기관이 발행한 일람불 보증서 및 신용장 등의 유동자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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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매일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AAA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을 갖는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UCI)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또는 수익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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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류 발행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또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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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원 이전(title transfer) 방식으로 수령한 담보는 보관회사 또는 이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건전성 규제를 받고 담보 제공자와 관계가 없는 제3자 보관회사가 해당 담보를 보
관하는 권원 이전이 없는 담보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금 형태로 제공된 담보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가 동 담보의 수탁자와 관련하여 신용위험에 노
출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상기 3. (5)항에 규정된 20%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약정 기간 동안 비현금 담보는 매각, 질권 설정 또는 재투자될 수 없습니다.

6)

현금 담보는 이하의 투자대상에만 투자될 수 있습니다:
(a)

지침 2009/65/EC 제50조 제(f)항에서 정한 기관에의 예치

(b)

높은 신용등급의 국채

(c)

건전성 규제를 받는 여신기관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 투자회사가 발생 기준으로 현금 전액
을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d)

유럽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공통 정의에 관한 ESMA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재투자된 현금담보는 비현금 담보에 적용되는 분산요건에 따라 분산되어야 합니다.
7)

이 투자회사는 담보로 수령한 각 자산군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여 및 역환매조건부거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감소시키기 위해 손실처리(haircut)에 관한 방침을 적용합니다. 이
러한 거래는 적용되는 손실처리(haircut)를 포함하여 신용보강(credit support) 및 적격 담보에 대
한 조건을 포함하는 정형화된 법적문서로 체결됩니다. 손실처리(haircut)는 담보자산의 가치나 유
동성 특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보자산 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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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손실처리에 관한 방침은 담보 발행인의 신용도나 가격변동성 및 담보관리방침에 따라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같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해당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약
정 구조에 따라 (최소 이전금액 요건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투자회사는 수
령한 담보가 손실처리 방침에 따른 조정 이후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해당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담보로 보유되는 각 해당 자산의 유형에 대한 적용가능한 손실처리(haircut)는 아래에 평가 비율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아래에 기재된 것보다 큰 손실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실처리는 특정 거래상대방, 및/또는 특정 거래(즉, 오방향 상관리스크(wrong
way risk))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라도 이 방침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경우 이 투자설명서는 향후 가능한 기
회에 갱신됩니다.
장외파생거래

적격 담보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현금

0%

잔여 만기가 1년 이하인 정부채

0.5%

잔여 만기가 1년 초과 5년 이하인 정부채

2%

잔여 만기가 5년 초과인 정부채

4%

잔여 만기가 5년 이하인 비정부채

10%

잔여 만기가 5년 초과인 비정부채

12%

증권대여거래

적격 담보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현금

2%

단기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s)

2%

정부채

2.5%

국제기구채 및 기관채(Agency Bonds)

2.5%

주식 (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 포함)

5%

역환매조건부거래

적격 담보

8)

적용가능 최소 손실처리(haircut)

정부채

0%

회사채

6%

장외파생상품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위험과 이해상충 가능성
(a)

장외파생상품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활동 및 이에 따른 담보관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이 존재합니다. “BlackRock 그룹사 내의 이해상충 관계”항,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 및 특히 파생상품 관련 위험 요소, 거래상대방 위험,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단, 이러한 위험들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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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외파생상품이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통합 위험
은 (거래상대방이 EU 회원국 또는 CSSF가 EU 내에서 적용되는 감독규정에 상응하는 감
독규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 경우)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의 경우에 동 한도는 5%입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신용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및 잠재적 위험 (거래활동 중 시가변동이 불리하게
변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를 계속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헷지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구체적 내부제한을 정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된 거래상대방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1)

하위펀드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고, 총 발행주식의 10% 이상은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됩니다.

(2)

하위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은 비 원화 표시 증권에 투자, 운용되어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각 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은 붙임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 구조

각 펀드의 수익 구조에 관한 내용은 붙임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

이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모든 투자에는 원본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기에 앞서 투자자는 특정 고려사항 및 위험요소를

나아가 이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BlackRock 그룹과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 내의 이해상충 관계’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이 투자설명
서의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숙지하고 주식을 매입 신청하기에 앞서 전문 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펀
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프로그램의 일부만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체 원본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
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상황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주의 깊게 고
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 및/또는 각 펀드의 활동과 투자로 인한 과세 결과에 대해 자신의 조세 자
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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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에 추가하여 투자 결정 이전에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위험요소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 ‘일
반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나. 특별위험’에 기재된 표는 이사회 및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한 위험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사회가 현재 알고 있는 위험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사회에게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사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추가 위험과 불확실성이 이 투자회사의 사업과 펀
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위험
각 펀드의 성과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나 투자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 보장이
나 진술은 없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는 이하에 기재

된 위험요소로 인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본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
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수준과 과세 기준 및 조세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성과가 수익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가 설립되는 시점에 해당 펀드는 통상 장래의 투자자들이 실적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운영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거래상대방 및 업무수탁자들 위험
펀드는 업무수탁자나 금융계약의 거래상대방으로 행위 하는 금융권 회사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되는 경우 이와 같은 금융권 회사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펀드의 수익
에도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거래소는 시장위기 시 특별한 초

지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독조치가 이 투자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증식에 미치는 위험
일부 펀드들 및/또는 일부 주식클래스들(가령 배당(S)주식)은 수익, 실현 또는 미실현 순자본이익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펀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투자전략
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수익이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증가하거나, 자본 및
장기적 자본증식의 잠재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기준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이 펀드에 순자본손실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

-

배당금이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 이는 수수료와 비용이 실현 또는 미실현 순
자본이익 또는 최초 납입된 자본에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
는 경우 펀드 및/또는 관련 주식클래스의 자본증식 또는 자본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하 ‘세
금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시가 변동에 대한 예상이 실현되지 않
거나 혹은 해당 옵션의 발행 또는 매입 시 기초로 한 상품/지수와 펀드가 편입한 상품 간 상관관계를
결정할 때 작용한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예상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펀드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며 펀드의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자
본성장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펀드가 인컴 창출 전략에 집중할 경우 해당 펀드의 자본금 및/또는 자본성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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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방침 위험
ESG 펀드는 ESG 펀드 각각의 ESG 제공자가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ESG 펀드 각각의 투자방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자전략에 있어서 특정 ESG 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각각의 ESG 펀드는 하나 이상의 다른
ESG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ESG 펀드가 ESG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SG 기준의 사용은 펀드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ESG 펀드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
하지 않은 유사 펀드와 비교하여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ESG 펀드의 투자방침에 사용되는 ESG를
기반으로 한 배제 기준은 ESG 펀드로 하여금 (특정 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에도) 특정 증권의
매입을 포기하고/하거나 각 ESG 펀드의 ESG 특성으로 인해 (해당 증권을 매각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음에
도) 증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G 펀드가 보유한 증권의 ESG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투자자문회사로 하여금 증권을 매각하도록 하
는 결과로 이어지며, ESG 펀드, 이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그 누구도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에 기재된 UN 집속탄금지협약에 관한 정보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SG 펀드의 투자방침에 명시된 웹사이트는 관련 ESG 제공자가 발표한 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예를 들어 ESG 펀드가 어떤 분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발행인이나
증권이 배제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야에는 담배, 무기 또는 발전용 석탄 산업이 포함됩니다. 배제되는
발행인 또는 증권은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윤리적 관점과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G 펀드는 관련 ESG 배제 기준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대리 투표를 할 것이나, 이것이 언제나 관련
발행인의 단기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G 기준을 근거하여 증권 또는 발행
인을 평가함에 있어, 투자자문회사는 제3자 ESG 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 및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는 데 이
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이나 발
행인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가 해당 ESG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
하지 않거나 ESG 펀드가 ESG 펀드에 적용되는 ESG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발행인들에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위험도 있습니다. ESG 펀드, 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어느 누구도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 정확성, 합리성 또는 완벽성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진술 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MSCI ESG 평가 기준
BlackRock Sustainable Euro Bond Fund, BlackRock ESG Euro Corporate Bond Fund 및 the BlackRock
ESG Euro Short Duration Bond Fund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를 포함한 특정 ESG 펀드는 ESG 제공자인
MSCI가 정한 ESG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MSCI 평가방식은 동종업계 회사들에 관련한 고유의 ESG 자격증명에 따라 잠재적인 구성요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MSCI는 특정 산업/섹터에 대해 기대되는 윤리성에 기반하여 어떤 예외도 없이

평가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MSCI의 ESG 등급 및/또는 논쟁지수(controversies
score),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 중 일부로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스스로 윤리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ESG 평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펀드와 비교하여 적용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
치 및/또는 우량성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회사에는 투자포트폴리오부터 파생된 소득과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이 투자회사가 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단계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의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법, 조약,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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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그러한 세금부과에 대한 전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악영향
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2부 내용 중 ‘14. 나. 과세’에 포함된 과세 정보는 이사회가 아는 한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조세 법 및
관행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의 제정, 이 투자회사의 과세상 지위, 주주에 대한 과세 및 모든 조세
감면, 이러한 과세지위 및 조세감면을 받는지 여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등록, 판매 또는

투자된 관할지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펀드의 과세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사법관할 내에서 펀드의 투
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펀드가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주에 대한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은 해당 파생상품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
래상대방의 관할지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노출되는 시장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세감면 혜택의 제공여부와 금액은 주주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제2부 내용 중 ‘14. 나. 과세’에 포함된 정보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
당 내용이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세무상황과

이 투자회사로의 투자가 초래하는 조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펀드가 조세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동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 집합
투자업자, 투자자문회사들 및 보관회사는 이 투자회사 또는 펀드에 부과된 세금이나 기타 부과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할 조세 당국에 납부 하였으나, 나중에 그러한 납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도 이러한 납부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설명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시장 관행(확립된 모범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또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의 적절한 납세시스템이 부족하여, 관련 펀드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 이전 연
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이자 및 가산금은 해당 펀드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기간 이후
납부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펀드의 계정에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에 해당 펀드에서 차감됩니다.
주주들은 어떤 주식클래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
여 주주들은 다른 상황에서 수령하였을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어 그 결과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그 펀드가 이익금이 아닌 자본
금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여전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으로 간주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주주들에게 한계세율에 따
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세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은 이 투자회사가 보고제도에 따른 의무를 미 준수할 경우 미치는 결과와 관련하여 ‘FATCA 및
기타 해외 보고시스템’항에 기재된 내용을 숙독하여야 합니다.
통화위험 - 기준통화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준통화와 투자자산의 표시통화 간 환율
및 환율통제가 변동하게 되면 기준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는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목적을 위한 파생상품을 포함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
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자산의 환위험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
습니다. 나아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문회사들은 펀드에 내재한 환위험을
경감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화위험 - 주식클래스 통화
일부 펀드의 주식클래스는 해당 펀드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는 기준통화
또는 주식클래스 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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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율 및 환율통제가 변동하

통화위험 - 투자자의 고유 통화
투자자는 투자자의 자산 및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투자자의 고유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문서에 기재된 다른 통화위험 및 해당 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기타 위험에
추가하여 투자자의 고유통화와 해당 투자자가 투자하는 주식클래스 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른 잠재적인 자본
손실의 형태를 띤 통화위험이 존재합니다.
통화 오버레이 전략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기법 및 투자상품에 추가하여(위 ‘통화위험’ 참조), 특정 펀드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
준통화 이외 통화에 투자하거나 통화와 관련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통화와 관련된

롱 포지션의 설정과 합성 페어 트레이드(synthetic pair trades)를 수반한 특별한 통화 오버레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도환계약, 통화 선물/옵션/스왑 및 금리 변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해주는 기타 증서와 같은 통
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전
략을 많이 활용하는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은 이러한 펀드의 전반적인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헷지된 주식클래스
펀드 및 펀드의 수권 대리인은 통화위험을 헷지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
니다.

헷지전략을 취함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통화 포지션과 헷지된 주식클래스간에 미스매치(mismatch)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통화와 비교하여 기준통화의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헷지전략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헷지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통화와 비교하여 기준통

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주들은 기준통화 가치의 상승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화가 아닌 통화로 거래되는 헷지된 주식클래스는 해당 통화시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통화에 대한 익스

포저를 구하기 위해 헷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통화에 대해 통화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이
러한 헷지 전략에는 금융파생상품(선도환 등)을 활용하여 해당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를 해당 통화로 전환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헷지거래로 인한 모든 손익이나 비용은 각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에게 별도로 귀속합니다.

주식클래스

들 간에 채무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의 주식클래스에 대한 통화헷지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들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개입
2007년 이래 글로벌 금융시장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란을 겪어 왔으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정
부개입을 야기하였습니다.

많은 관할지의 감독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은 때로 그 범위와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과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로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저해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임시 혹은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지 및/또는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제한조치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현재 혹은 장래의 약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투자자문회사들은 금
융시장이 이러한 사유의 영향을 얼마나 더 오래 받게 될 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펀드, 유럽 경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권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
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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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또는 인재 및 전염병의 영향
일부 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자연적 재난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인프라, 재난관리 기획 기관, 재난
대응 및 구조 체계, 자연적 비상사태를 위한 체계적 공적 자금 및 자연재해 조기경보기술의 발달이 일부 국
가에서는 아직 미성숙하고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재해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 또는
더 광범위한 지역 경제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필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전기 및 기타 전
원이 복구되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운영이 재개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의 발생 시 펀드의 투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불러올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는 불
분명하고 특정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위펀드의 투자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는 인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재의 광범위한 영향은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펀드의 투자가 그러한 인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펀드의 투자 성과에도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병 또한 펀드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 2019년 12월에 처음 발견되어 전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전반적인 우려와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경 폐쇄, 사람들의 이동 제한, 격리조치, 교통수단 운행 및
기타 서비스의 중단, 공급망, 각종 사업 및 고객활동 붕괴와 같은 결과들이 초래되었습니다. 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전염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타 유행병(Epidemic) 및 팬데
믹(Pandemic)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의 경
제, 개별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확립되지 않은 의료체계로 인해 개발도상국 또는
이머징마켓 국가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받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
해 발생한 보건 위기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단기적일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투자자의 투자 가치에 대한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강력한 사업 지속성 조치를 마련하여 전염병 등의 상황에 따른 결과와 그에 수반되는 투
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파생상품
제2부 내용 중 ‘8. 나. 투자제한’에서 정한 투자한도 및 제한에 따라 각 펀드는 시장, 금리 및 통화 위험을 헷
지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하여 또한 붙임 II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펀드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펀드와 거래를 체결하

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 위험, 변동성 위험, 장외 거래 위험, 파생상품 유동성 부족, 파생상품
가치 변동과 해당 펀드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자산 가치 변동 간 불완전한 추적관계,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
할 경우에 비해 더 큰 거래비용 발생 위험이 포함됩니다. 일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되므로 이에 따라 펀드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거나 달리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매입 시 펀드는 업계 표준관행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
니다. 자금이 전액 조달되지 않는 방식의 파생상품(non-fully funded derivatives)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최초
및/또는 변동 증거금 자산을 예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최초 증거금 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예탁하

여야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자산은 거래상대방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예탁된 최초 증거금 자산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산
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이나 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초과 증거금이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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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펀드가 거래상대방에게 지는 채무 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생상품 조건
은 최소 이전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변동 증거금 익스포저를 부보(cover)할 수 있
는 담보를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는 이러한 최소 이전금액 한도 내에
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생상품에 따른 무담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계약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고 최초 증거금 금액이 계약의 규모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시장 익스포
저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또는 주식 거래에 비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
지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

할 수는 없으나, 이 투자설명서 제2부 내용 중 ‘8. 나.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해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을 취함으로써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선도환을 포함한 선물 포지션과 같은 파생상품(합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을 활용하여 롱
포지션(long position)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추가 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이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교체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시 담보를 매각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2부 내용 중 ‘8. 나.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펀드는 법률 개정이나 예기치 못한 법령 적용으로

인하여 혹은 법원의 계약 집행불가 판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들은 복잡한 투자운용기법의 이행을 수월하게 하고자 파생상품 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단,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금리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스왑계약

-

투자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지수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스왑계약

-

통화위험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통화 파생상품 거래

-

투자목적으로 옵션의 매입 및 매도

-

신용위험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신용디폴트스왑

-

변동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변동성 파생상품 거래

-

시장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차액계약(CFD) 또는 선물계약

-

부정적인 투자견해를 활용한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

-

시장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합성롱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s)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및 기타 복합적기구기법’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이한 유형의 파생상품과 전략에 수반되
는 위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될 경우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
업자로 하여금 포지션 위험 및 이러한 포지션이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측정하
도록 하기 위해 이 투자회사는 위험관리절차를 활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펀드의 총 위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약정금(commitment) 방식”과 최대손실가능금액(Value at Risk, VAR)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제2부
내용 중 ‘8. 나. 투자제한’에 기재된 투자제한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각 펀드에 사용되는 산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각 펀드에 사용되는 방식은 붙임 II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파생상품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II에 기재된 각 펀드의 투자목적과 최신 위험관
리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문서는 요청시 각 지역 투자자 서비스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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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여
펀드는 증권대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대여 시 펀드는 증권대여계약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증권의 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펀드의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모든 증권대여가 담보부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대여증권에 대하여 100% 담보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시차 발생 등) 펀드는 증권대여 계약의 거래상대방에 대
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위험
담보를 예탁한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탁된 담보 회복 시 지연이 발생하거나 담보의 부정확
한 가격책정 또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애초에 수령한 현금의 가치가 거래상대방에 예탁된 담보의 가치보다
작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위험
현금을 예탁한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탁된 현금 회복 시 지연이 발생하거나 담보 실현에 어
려움이 있거나 담보의 부정확한 가격책정 또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담보 매도 대금이 거래상대방에 예탁된
현금보다 작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펀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결제 불이행 위험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금

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나 해당 펀드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펀드

가 체결한 파생상품,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또는 증권대여계약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이러한 위험에 포
함됩니다.

담보가 수반되지 아니한 파생상픔거래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발생시킵니다.

해당

펀드는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수령함으로써 파생
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완전히 담보화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정
식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며 모든 승인된 거래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되고 검토됩니다. 펀드는 거래상대
방 익스포저와 담보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제4부 내용 중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보관회사)’에 더욱 자세히 기재
된 바와 같이 보관회사에게 안전하게 보관 위탁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을 보관함에 있어 보관회사는 (a)
보관회사의 장부에 개설된 금융상품계좌에 등재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 및 보관회사에게 실물 인도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b) 여타 자산의 경우 이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장부상 이 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됩니다.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증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회사의 다른 증권/자산과 독립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관회사의 파산시 미반환 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
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보관회사의 파산시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펀드의 현금은 보관회사의 고

유 현금/보관회사가 보관중인 타 고객의 현금과 독립적으로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펀드가 무담보 채권자로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위보관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하위보관회사가 반드시 보관회사와 동일 그룹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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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보관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기한 하위보관회사에 예탁된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 채무 위험
이 투자회사는 펀드 간 채무가 분리되는 엄브렐라형 구조를 가집니다. 룩셈부르크 법 상 어느 펀드의 자산은 다
른 펀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법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타 관할지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자산의 추가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해 시장 레버리지(순자
산가치를 초과하는 총 시장 익스포저, 롱 포지션(long positions) 및 합성숏포지션(synthetic short positions)의
합산 익스포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시장의 절대 수익에 대한 방향성

견해(“이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시장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 차이(“이 시장이 저 시장
보다 더 낫다”)로부터 절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 레버리지의 한도는 포지션들 간 상관관계의 정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시장 레버리지의 가능성과 그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의 주된 목적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들간

의 이해관계 연동을 더욱 강화시키고 초과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있는 반면, 성과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및 그의 위탁사들이 성과보수가 없었을 경우 행했을 투자 및 거래보다 더 위험한 투자 및 거래를 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동시에 합의된 가격과 일자에 당해 거
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매도가격과 재매입 가격 간 가격차가 거래비용에 해
당하게 됩니다. 재매도 가격은 통상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합의된 시장 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매매가
격을 상회하게 됩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반면 거

래상대방은 미래의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재매도 가격으로 펀드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기초증권의 매도가격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펀드가 보유한 기
타 담보가액을 합한 금액이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재매입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될 때까지 또는 거래상대방이 증권 재매입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담보의 이전
펀드는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파생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펀드의 자산으로부터 담보 또는 증거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증거금에 대한 권리

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어 거래상대방의 자산에 편입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된 담보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지는 않지만, 담보물과 관련한 포지션은 보관회사에 의하여 감독 또는
조정될 것입니다.

펀드가 해당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담보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담보물을 다시 재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의 거래량은 시장 심리에 따라 현저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 투자자의 부정적
인 인식 혹은 규제 및 정부 개입(국내 감독기관이 실행하는 광범한 거래 중지 가능성을 포함)에 대한 반응으
로 펀드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자산의 매수자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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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고 해당 투자자산은 원하는 시간 및 가격에 쉽게 매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펀
드는 해당 투자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거나 혹은 전혀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산
혹은 펀드 자산의 일부를 매도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해당 펀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이로 인하여
해당 펀드가 기타 투자 기회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형 및 중형 기업 및 신흥 국가의 발행인들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유동성은 특히 불리한 경제, 시장 혹은 정
치적 사건 혹은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및
현행금리 환경의 변화 역시 그들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증권의 상이한 하위 범주와 관련하여 ’특
별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하게, 비상장기업, 소형 및 중형 기업 및 신흥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특정 시장 조건에서, 특정 발행인, 업종 혹은 산업, 혹은 특정 투자 범주에 포함된 모든 증권의 불리
한 경제, 시장, 혹은 정치적 상황 혹은 불리한 시장 심리의 결과로서 예고 없이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갑작스
럽게 소멸될 위험에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또한 해당 발행인, 업종 혹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포함하여 해당 펀드가 어려운 시
장 조건, 비정상적으로 많은 환매 요청 혹은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요소들에 의해 환매를
이연하거나, 현물(in specie)로 환매하거나, 거래를 보류하게 될 위험을 포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IV의 23항 및 28부터 3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펀드는 투자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리한 시간 및 조건에 투자자산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펀드의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취한 반희석화 조치의 결과로서 상승된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 IV 17.3항 참조)
사이버보안 위험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회사를 포함한 펀드 혹은 여하한 업무수탁자들은 사이버보안 사고 및/혹은 기술적
장애로 초래된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사고는 소유 정보의 손실, 데이터 손상 혹은 운
영 능력의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사고는 의도된 사이버 공격 또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디지털 시스템에 민감한 정보 혹은 자산의 남용, 데이터 손상, 허가
받지 않은 기밀정보의 유출 혹은 운영 중단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컨대, 해킹 혹은 악의적 소프트
웨어 코딩을 통하여) 허가되지 않은 접근 권한을 얻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
은 또한 의도한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거부 공
격과 같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권한을 얻지 않고도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인 및 펀드가 투자하
는 기타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 또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사고는 펀드에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펀드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방해하며, 거래를 지연시키고,
투자자의 수익권의 매입, 전환 혹은 환매를 방해하며, 프라이버시 및 기타 법을 침해하고, 행정벌금, 처벌, 평
판의 손상, 변제 혹은 기타 보상 비용 혹은 추가 규정준수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펀드의 자산 및 거래 기록,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펀드의 기능에 필수적인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혹은 이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래에 펀드에 부정
적 영향을 기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회사가 사이버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속계획 및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
했음에도, 사이버 공격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상 특정 위험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및
전략에 내재된 제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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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 펀드,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회사 중 누구도 펀드의 여타 업무수탁자 혹은 증권의 발행인 및
펀드가 투자하는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실행하는 사업지속계획 혹은 사이버보안 전략을 통제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일일 운영의 상당부분을 제3의 업무수탁자에 의존하며, 그러한 업무수탁자
가 실행하는 보안 및 방침이 투자자문회사 혹은 펀드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효과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 운용 (비밀유지, 진실성 및 정보 이용성 보호에 집중)을 위해 전
념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BlackRock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 근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BlackRock의 정보 보안 그룹은 BlackRock의 정보와 기술 시스템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
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BlackRock의 정보 보안 그룹은 사업 라인과 기술 및 개발 그룹과 적극적인 파트너쉽
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BlackRock 직원은 정보 보안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BlackRock의 정보 보안 프로
그램은 기술적 방어를 최우선시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1/27002:2013 통제 체계와 미국 국가
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체계(Cybersecurity Framework)(“NIST CSF”)의 모범 사례를 적용합니다.
조세 위험
이 투자회사(또는 그 대리인)는 원천징수세 환급 청구가 가능한 일부 국가에서 발행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배
당소득과 이자소득(만일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회수하기 위해 펀드들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미래에 원천징수세를 환급 받을지 여부 또는 환급 시점은 해당 국가 과세관청들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펀드를 위해 원천징수세를 회수하고자 기
대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일반적으로 환급 세액에 대한 발생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 투자회사
는 이러한 펀드들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세무 사정 변화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
다. 예를 들어, 세법 또는 과세 방식에 변화가 생겨 세금을 환급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관련 펀
드의 순자산가치에 포함된 그러한 환급 세액 발생분은 전부 또는 일부 상각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위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금액 발생 기간 동안 투
자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분 상각 시점에 이로 인한 순자산가치 감소로 인한 영향을 감수할 것입니
다. 반대로, 펀드가 이전에 발생되지 않았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세
금 환급 청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순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 전에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순자산가치의 증액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리보(LIBOR)금리 및 기타 기준금리
펀드들의 일부 투자자산, 벤치마크 및 지급의무는 런던은행간대출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유럽은행간대출금리(European Interbank Offer Rate, “EURIBOR”), 스털링 익일물 은행간 평균 금리
(Sterling Overnight Interbank Average Rate, “SONIA”)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기준금리(“기준금리”)를 기준으
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폐지 또는 기타 변화 혹은 기준금리의 선정이나 감독에 대한 변경사항은 이
러한 기준금리들에 대한 시장이나 이러한 기준금리들과 연계된 증권 또는 지급금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규제기관이나 거래상대방 또는 기타 자가 적용한 여하한 대체 기준금리 및 가격
조정은 펀드의 성과 및/또는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청장은 2021년 말까지 LIBOR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
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LIBOR의 활용 및 여하한 대체 기준금리의 특성에 관한 불확실
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펀드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LIBOR를 대체 기준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이 불러올 잠재적 영향을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2017년, 미 연방준비제도와 협업하는 대형 미국 은행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체기준금리위원회(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는 LIBOR를 적절하게 대체할 금리로서 미국 국채 담보부 익일물 RP 금리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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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측정하도록 고안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를 고시하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
행은 SOFR가 새로운 상품과 거래에 자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2018년에 SOFR를 고시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은행 실무 단체와 규제기관들은 상기 기술된 변화에 추가하여, 각자 시장에 영국 SONIA 등의
기타 대체 금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 일반
지속가능성 위험이란 환경, 사회 또는 지배구조 사안과 관련되는 투자 위험(투자 예상 수익률 대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환경 사안들에 대한 지속가능성 위험에는 물리적인 위험과 전환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기후 위험 등이 있습
니다. 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은 급격하게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 관련 사건은 상품과 서비스 및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환 위험은 정책, 기술, 시장 또는 평판 위험을 불문하고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 조정해 나가
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적 사안들과 관련된 위험은 노동권과 지역사회 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지배구
조 관련 위험은 이사회 독립, 소유 및 통제 구조 또는 감사 및 세금 관리 관련 위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발행인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인식과 평판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운영 효율성과 회복
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발행인의 자본 성장, 그리고 결과적으로 펀드의 보유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들의 예시일 뿐이며 투자의 위험 특성은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들과 기타 위험들의 관련성, 심각성, 중요성 및 시간은 펀드 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은 현존하는 여러 유형의 위험(시장, 유동성, 집중도, 신용, 자산과 부채 간 불일치 등)을 통
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펀드는 잠재적으로 물리적 기후 위험(예를 들어, 공급망 균열로 인한 생산
능력 감소, 수요 타격으로 인한 판매 부진 또는 운영 비용이나 자본 비용 상승 등)이나 전환 위기(예를 들어,
탄소 집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또는 투입 가격 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등)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발행인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 위
험은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동성을 증대시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펀드 수
익권[또는 주식] 가치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특정 부문이나 지리적 위치에 투자가 집중된 펀드들에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불리한 기후 환경에 취약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펀드의 투자가치가 불리한 물리적 기후 사건에 더 취
약한 펀드 또는 탄소 집약도가 높거나 저탄소 대체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
나 발행인들에 투자하는 등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는 기후 전환 위험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전부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 펀드 투자자산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여건에서 이러한 사건은 펀드의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의 평가는 자산군과 펀드 목표에 특정하여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자산군들은 서로 다른 데
이터와 도구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며 중요성을 평가하고 발행인과 자산들 간 유의미한 차별화를 두고자 합
니다. 위험들은 그 중요성과 펀드 목표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따라 동시에 고려되고 관리됩니다.
44

지속가능성 위험의 영향은 시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요인 및 영향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
터와 정보가 확인되고 지속가능 금융 관련 규제 환경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인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신흥 위험들이 펀드 주식의 가치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펀드는 불분명한 법률, 법률의 변경,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부재 등의 법률위험, 테러위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위험, 군사적 조치 등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불분명하나 경제상황과 시장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기관 및 거래소는

시장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특별위험

특정 위험 고려사항
모든 펀드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상기 항의 일반위험 이외에, 특정 펀드에 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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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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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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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및 CIS에의 투자

(4)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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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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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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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달이 지연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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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X

특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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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특정

X

소규모 자본 기업

확정이자부 양도성증권

(1)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펀드

부실증권

지분

숙고해야 하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펀드들에 적용되는 특정 위험 경고를 보여줍니다.

X
X

X

X

X

X
X

X

X
X

X

지분증권 위험
주가는 매일 변동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투자심리, 경제
성장 동향, 인플레이션과 금리, 특정 발행인 관련 요소, 기업수익보고서, 인구동향 및 재해 등 경제 전반과
정치 발전뿐 아니라 개별 회사 수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형 양도성증권
채무증권은 신용도에 대한 실제평가 또는 인지된(perceived)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근본적인 분석에 근거하
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등급이 매겨진 채무증권의 “등급하락(downgrading)” 또는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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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투자자 인지는 특히 거래가 희박한 시장에서 해당 증권의 가치와 유동성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 환경에서 그러한 증권에의 투자자산 유동성을 하락시켜 처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보편적인 금리 및 신용 여건 고려사항의 변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 변경은 금
리 하락 시 채무증권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인상되고, 금리 상승 시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펀드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증권의 가격은 장기증권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금리 변경으로 인한
변동이 적습니다.
경기침체는 발행인의 재정상태 및 해당 기업체가 발행하는 하이일드 채무증권의 시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채무 상환 능력은 발행인이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 또는 발행인이 특정 예상 사업
전망치를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파산하는 경우, 펀드는 손실을 경험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무투자(Non-investment) 등급 채무는 크게 레버리지될 수 있으며 더 큰 채무불이행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
다. 이외에, 무투자등급 증권은 더 높은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으며,
이에 부정적인 경제 상황은 더 높은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무투자등급 채무증권의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의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채무증권 보다 원리금 손실 위험이 더 큽니다.
은행 회사채 “베일인(Bail-in)” 위험
EU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회사채는 EU 구제 당국(resolution authority)이 해당 금융기관이 재정상의 의무를 충
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상각처리되거나 전환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즉, “베일인(bail-in)”). 이에 따
라,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0까지) 상각처리되거나 소유자의 지분 혹은 대체 상품으로의 전환되거
나, 채무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일인 위험은 EU회원국 당국이 해당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거나 자본
을 재구성하기 위해 상각처리하거나 그 채권소유자의 권리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권한
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EU 회원국 당국이 과거 실행한 공공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대신, 현
재 EU 회원국 당국은 베일인을 포함하여, 다른 구제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고 사용한 후 마지막 구제책으로
서만 공공 재정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베일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베일인은 회사채 (혹
은 기타 증권도 가능) 일부 혹은 전부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을 보유한 펀드 또한 베일
인이 발생하는 경우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증권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부실증권”)에 대한 투자는 중대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자문회사가 판단하기에 투자자문회사의 공정가치 인식과 중대하게 다른 수준으로 증권거래
가 이루어지거나 증권 발행인이 교환공개매수를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회사정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투자가 행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교환공개매수가 이루어지거나 정리계획이 채택되거
나 해당 교환공개매수 또는 정리계획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이 투자자산 설정되는 시점
당시 기대치보다 더 낮은 가치 또는 장래 수익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외에, 부실증권에의
투자자산이 설정되는 시점과 교환공개매수 또는 정리계획이 이행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공정가치가 실현되는지
여부 및 교환공개매수나 정리계획이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여하한 장래의 교환공개매수
또는 정리계획을 둘러싼 협상 진행 과정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
할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 고려사항으로 인한 부실증권에의 투자결정 및 이행에 대한 제약은
부실증권으로 인해 실현되는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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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펀드들은 다수의 재정 또는 수익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뚜렷한 위험 유형을 대표하는 발행인들의 증권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재정조건을 가지는 발행인의 지분 또는 확정이자부 양도성증권에 설정되는
펀드의 투자자산은 중대한 자금수요 또는 순자산 적자인 상태의 발행인이나, 파산 또는 정리절차를 거치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행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 기업
소기업의 증권은 더 크고 확립된 기업이나 일반적인 시장평균보다 갑작스럽거나 변덕스러운 시장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제한적인 생산라인, 시장 또는 금융자원을 가질 수 있으며
제한적인 운용그룹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완전히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외에, 많
은 소기업 주식은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적으며, 대기업 주식보다 갑작스럽거나 변덕스러운 시장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증권은 대기업 증권보다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펀드의 주식 순자산가치의 평균이상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특정 펀드는 다른 다수의 증권을 보유한 분산된 투자를 하는 펀드에 비해 제한된 수의 증권 혹은 업종에 투
자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제한된 수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제한된 수의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펀드
의 가치는 다수의 증권을 보유한 분산된 투자를 하는 펀드의 가치 보다 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중된 투자
를 하는 포트폴리오에서의 증권의 선정은 또한 업종 및 지역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혹은 업종이 집중된 펀드들의 경우, 펀드의 가치가 해당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경제, 정치, 정책,
외환, 유동성, 조세, 지속가능성 관련, 사법 혹은 규제의 상황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및 기타 복합적기구기법 변동성 파생상품
증권(또는 증권 바스켓)의 “역대 변동성”은 정의된 시기 동안 증권(또는 증권들) 가격 변동의 속도 및 규모의 통
계적 측정방식입니다. ”묵시적 변동성”은 향후 실현되는 변동성의 시장 기대치입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은 그 가
격이 역대 변동성 또는 묵시적 변동성 또는 두 변동성 모두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변동성 파생상품
은 기초 증권을 기초로 하며, 펀드들은 - 기초증권시장 내 예측변화 평가를 기초로 –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투
자 전망을 표현하기 위하여 변동성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자 변동성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시장배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 증권의 가격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펀드들은 지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만 변동성 파생상품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지수 구성이 충분히 다각화되고;

-

지수가 준거로 하는 시장에서 적절한 벤치마크를 표상하고; 및

-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됨.

변동성 파생상품의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펀드의 기타 자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어 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액계약(“CFD”)
차액계약은 매입인과 매도인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계약 시기에 그 가치와 자산(증권, 상품, 바
스켓 또는 지수)의 경상가치 간의 차액을 매입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정합니다. 만일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
우, 반대로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차액계약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선물계약과는 달리 정해진 만료일 또는 계약 규모가 없는 변동마진을 가지는
합성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하도록 합니다. 주식과는 달리, 매도인은 CFD를 통해 최초 투자한 금액보다 훨
씬 큰 규모의 장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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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펀드는 따라서 환매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매대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고,
기타 기법 및 상품과 차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합니다.
장외 파생상품(“OTC”) 거래의 특정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는 확립된 증권거래소보다 정부차원의 규제 및 감독이 적습니다. 거래청산소
의 이행보증과 같은 확립된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제공되는 다수의 보호조치가 OTC 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회사
는 신용장이나 담보 활용을 통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고 신용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우선 거래상대방만을 활용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그 결과로 펀드가 손실을 부담하
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문회사들은 거래활동에 있어서 시가 변동성 수준의 불리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위험인 장래 위험을
비롯하여 신용 또는 거래상대방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헷징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이
러한 유형의 운영에 적용되는 특정 내부제한을 정의하고 거래에 참여되는 거래상대방을 모니터합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OTC 시장은 비유동적일 수 있으며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를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
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펀드의 거래상대방은 특정 상품의 시장조성 또는 호가 제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펀드는 원하는 통화, 신용불이행스왑 또는 총수입스왑으로 거래를 체결하지 못할
수 있고, 또는 그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픈 포지션을 상계하기 위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
니다. 나아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는 반대로 통화 포워드, 스폿 및 옵션 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
자문회사에게 펀드들의 채무를 그에 상응하는 반대거래를 통하여 상쇄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포워드, 스폿 및 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본 펀드는 계약에 따라 그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옵션
옵션은 매입인에게 장래 특정 일자에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권리(의무는 아님)입니다. 옵
션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입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옵션 의무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프리
미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변동성 및 잔여 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옵션은 상장되거나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이러한 권리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으로서 옵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옵션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 전략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또는 이의 대리인의 시가 변동에 대한 예측, 또는 옵션이 작성 또는 매입되는 자산이나 지수와
본 펀드 피투자자산 간의 상관관계 결정이 부정확한 경우, 본 펀드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
았을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증권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정 사유 발생시 발행인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일부나 전부가 상각되는 복합 채무
증권 유형입니다. 촉발 사유는 발행인이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촉발사유에는 발행인의 주
가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발행인의 자본비율이 사전에 정한 수준 아래로 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독당국의 판단이나 객관적인 손실(발행인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는 등)에 기하여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유가 촉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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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사전에 정한 촉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상각”)되는 경우 펀드는 투자자산의 전부, 일부
혹은 시차를 둔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각은 임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가 전환시 증권의 움직임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펀드는 자신의
투자방침상 동 주식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과 해당 주식의 공급 물량 증가가 시장 유동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촉발 수준 위험
촉발 수준들이 상이하고 자본비율과 촉발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전환위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가

채권의 주식으로의 전환 촉발 사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표 지급 취소
특정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이표 지급은 전적으로 발행인의 재량에 달려있을 수 있고 언제라도 이유
를 불문하고 여하한 기간 동안 발행인이 이표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상품들

을 평가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되며 위험 평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구조 역전 위험
특정 상황에서 조건부 자본증권 보유자들은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자본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콜연장 위험
대부분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정 일자에 수의상환이 가능한 영구 증서로 발행됩니다. 영구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정 수의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의상환 일자에 혹은 여하한 일자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위험
조건부 자본증권이 어려운 시장 상황하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
재합니다.

시장 상황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가격 전염(price contagion)과 전체 자산 클래스 변동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가격 형성 또한 점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평가 위험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매력적인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이러한 상품들(위 상품들 포함)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스왑, 금리스왑, 통화스왑, 총수익스왑 및 스왑션
신용불이행스왑의 활용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은
디폴트 위험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이는 요구되는 쿠폰 지급 흐름이 신용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지급금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보장(protection)을 매입하거나 투자자들
이 그들이 보유하는 채권에 대한 보험을 효율적으로 매입(투자자산 헷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반대로 신용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지급금이 요구되는 쿠폰 지급 흐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보험은 신용불이
행스왑 체결의 용도로 매각됩니다. 이에 당사자, 보장 매수인은 보장 매도인에게 지급 흐름을 제공하고, 매입
인은 “신용 사유”(계약에 사전 정의되는 신용수준 하락) 발생 시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 매입인은 추가지불 없이 만료 시 종료하는 모든 요구되는 스왑 및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매입인의 위험은 지불된 프리미엄 가치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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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이행스왑 시장은 이따금 채권시장보다 비유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을 체결하는 펀드는
언제든지 환매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은 이 투자회사의 감사가 검토하는 명백하고 검
증된 평가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금리스왑은 변동금리부 지급금과 고정금리부 지급금의 교환과 같은 이자 지불 또는 수령을 위한 다른 당사
자와 각각의 약정금 교환을 포함합니다. 통화스왑은 특정한 통화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권리의 교환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의 활용은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은 고정 또는 변동 흐름을 지불하는 권리에 대하여 특정한 기준자산, 지수 또는 자산 바스켓의 총
수익, 쿠폰에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더한 값을 지급받는 권리의 교환을 포함합니다. 펀드들은 흐름 지불인
또는 수령인으로서 스왑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정산 방식으로 금리 또는 총수익스왑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의무는 해당 되는 경우, 각 당
사자가 차액만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식으로 정산(netted out)됩니다. 정산 방식으로 체결되는 금리 또는 총
수익스왑은 투자자산, 기타 기초 자산 또는 원금의 물리적 전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스왑으로
인한 손실 위험은 펀드가 펀드가 계약 상 지급해야 하는 순 금리만큼(또는 총수익스왑의 경우, 기준 투자자
산, 지수 또는 투자자산 바스켓의 총수익 및 고정 또는 변동 지급금 간의 순 차액)으로 제한됩니다. 금리 또
는 총수익스왑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 각 펀드의 손실 위험은 각 당사자가 계약
상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금리 또는 총수익 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반대로, 통화스왑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정 통화의 총 원금가치를 다른 지정 통화로 교환하기 위한 인도(delivery)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화스왑
의 총 원금 가치는 스왑 상대방이 계약상 인도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정 펀드들은 금리 스왑션 계약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 계약은 매입인에게 특정 기간 내에
사전에 결정된 금리에 금리스왑을 체결하는 권리를 제공합니다(의무는 아님). 금리 스왑션 매수인은 매각인에
게 이 권리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리시버(receiver) 금리 스왑션은 매입인에게 변동금리 지급의 대가로 고
정 지급금을 수령하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페이어(payer) 금리 스왑션은 매입인에게 변동금리 흐름 지급의 대
가로 고정금리 지급권을 제공합니다.
신용불이행스왑, 금리스왑, 통화스왑, 총수익스왑 및 금리스왑션은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증권거래에 연관되는
투자기법 및 위험과는 다른 기법과 위험을 수반하는 전문적인 투자활동입니다. 만일 투자자문회사의 시장가
치, 금리 및 통화 환율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펀드의 투자성과는 이러한 투자기법이 활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불리해집니다.
상기 거래의 거래상대방은 JPMorgan Chase Bank, N.A. 및 Deutsche Bank AG와 같은 일류기관입니다.
특정 부문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산이 하나 또는 한정된 수의 시장 부문에 설정되는 경우, 펀드들은 더 분산된 펀드들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회사들은 제한적인 생산라인, 시장 또는 금융자원을 가질 수 있으며, 제한적인
운용그룹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투자자 활동 및 / 또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주기적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문 또는 부문들의 주식시장 또는
경제둔화가 관계 부문 또는 부문들에 투자자산을 집중하는 펀드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분산된 펀드에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개별 부문에 연관된 특정 위험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과 같은 천연자원 관련 부문 회
사들의 주가는 주가와 시가 간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없을지라도 관계 천연자원의 시가를 따르도록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귀금속 가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변동성이 컸으며, 귀금속 관련 회사들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중앙은행 또는 기타 대규모 보유기관의 귀금속 매각은 예측 불능하고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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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수의 경제, 금융, 사회 및 정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물가 및 물가 전망의 변동, 해당 금속의 산업 및 상업적 수요 변동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은 귀금속 및 해
당 금속에 관련된 증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및 지배구조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변화 및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모두 포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펀드들의 투자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가 높거나 저탄소 대체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 또는 발행인에 투자하는 등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들은 기후 전환 위험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담보부증권(“ABS”)
자산담보부증권은 기업 등(정부 혹은 지방 정부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초 자산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흐름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증권의 기초자산에는 통상 대출채권, 리스채
권, 기타 채권(신용카드대출, 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 융자)이 포함됩니다. 통상 ABS는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에 기초하여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
다. 해당 클래스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ABS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ABS와 관련된 일반 위험
ABS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ABS는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며 기초 관련
자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간 완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ABS는 시장요율 보다 낮은 이자나 우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이자나 우
선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ABS는 만기시 일정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관련자산의 가액을 직접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산의 가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 펀드는 만기 이전에 ABS를 유통시장에
서 매각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ABS에는 또한 만기연장 위험이 수반됩니다. 만기연장 위험이란 금리 상승 시기에 예상 보다 느린 속도로 조
기상환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평균만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증권
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단기 증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채무증권과 마찬가지로 ABS는 실제 혹은 인지된 신용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ABS의 유동성은 기초자산의
성과 또는 인지된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ABS에 대한 투자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가 시장사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으
며 펀드는 이러한 투자자산의 처분 시 불리한 가격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BS의 시가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각 희망 시점에 이를 처분할 수 없거나
매각 시 자신이 판단하는 공정가액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증권의 매각은 더 많은 시
간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더 높은 중개수수료나 딜러할인 및 기타 매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BS는 레버리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 가치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ABS과 관련된 고려사항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ABCP는 만기가 통상 90일 내지 180일인 단기 투자수단을 말합니다. 이 증권은 통상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
관이 발행합니다. 이 증권은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과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 담보되며 일반적으로 단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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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룹사들은 미수금 채권을 은행이나 기타 도관(conduit)에 매각할 수 있으
며 이들은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을 펀드에 발행합니다. 기업어음은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예상 현금흐름에
의해 담보됩니다. 미수금 추심이 이루어지면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이를 펀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
CDO는 일반적으로 비 모기지 채권, 대출채권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풀에 의해 담보되는 투자등급 증권
을 말합니다. CDO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의 부채가 아닌 여러 대출채권들이나 채권들로 구성됩니다.
CDO는 여러 유형의 부채와 신용위험을 가진 다수의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각 클래스는 서로 상이한 만기
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CLN은 발행인이 특정 신용위험을 펀드에 이전하는 거래인 신용불이행스왑을 포함한 증권을 말합니다.
CLN은 특수목적회사나 신탁을 통해 형성되며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이 최고 등급이라고 평가하는 증권에 의
해 담보됩니다. 펀드는 신탁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고 신탁은 CLN의 계약기간 동안 고정/변동 이표를 지급
합니다. 기준발행인의 신용 불이행이나 파산선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펀드는 만기시 회수율에 상당하는 액
면가치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탁은 거래주선자와 불이행스왑을 체결합니다. 불이행 발생 시 신탁은 연 지급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딜러에게 액면가에서 회수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딜러는 CLN에 대한 더 높은
수익률 형태로 이를 펀드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CLN의 이표나 가격은 기준자산의 성과와 연계됩니다. CLN은 차주에게 신용위험에 대한 보
호를 제공하며 펀드에는 특정 신용사건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합성 CDO는 신용불이행스왑(CDS - 이하 참조)이나 기타 비현금성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채권 자산(fixed
income assets) 포트폴리오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는 담보부 채무(CDO)의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합성 CDO
는 부담하게 될 신용위험 수준에 기초하여 여러 신용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CDO에 대한 최초 투자는 낮은
신용 클래스가 하게 되며 높은 신용 클래스는 최초 투자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신용불이행스왑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정기 지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 포
트폴리오(fixed income portfolio)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합성 CDO와 펀드를 포함한 이의 투자자는 낮은 등급
의 신용 클래스부터 순차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성 CDS가 펀드와 같은 투자자에게 매우 높은 수
익률을 제공하는 반면 기준 포트폴리오에 여러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초 투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DS는 채권 상품(fixed income products)의 신용 익스포저를 당사자들 간에 이전하기 위한 스왑거래입니다.
CDS의 매입인은 신용보호책을 수령(보호책을 매입)하며 스왑 매도인은 상품의 신용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보유자에게서 CDS의 매도인에게 이전됩니다. CDS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사업증권화(Whole Business Securitisation)(“WBS”)
사업증권화는 채권 시장에서 특수목적기구(영업활동이 특정 자산의 취득과 파이낸싱에 국한되며 통상 모회사
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부채 구조와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회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운영자산(재매각 목적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산으로서 부동산, 공장, 설비 및 무형자산
을 포함함)을 파이낸싱하는 자산 담보부 파이낸싱의 형태로 정의되며, 이 때 운영회사는 증권화된 자산에 대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불이행 발생시 소유권은 잔여 파이낸싱 기간 동안 채권 보유자의 이익
을 위하여 증권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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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주택저당증권은 상업용 모기지 및/또는 주거용 모기지로 이루어진 기초 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에 위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증권은 모기지 풀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통상 주택저당증권은 신용도와 만기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초
모기지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아질수록 주택저당증권은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특정 유형의 MBS는 다음과 같습니다.
MBS와 관련된 일반 위험
MBS는 금리 하락 시 차주가 모기지에 대한 원금을 차환(refinance)하거나 예정 보다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 위험을 수반합니다.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일부 유형의 MBS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제
되며 펀드는 수익률이 낮은 증권에 자금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MBS에는 만기연장 위험도 수반됩니다.
만기연장 위험은 금리 상승시 일부 유형의 MBS가 당초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변제되어 증권의 가치가 하락
하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평균만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증권의 가치
는 일반적으로 단기 증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조기상환 위험과 만기연장 위험으로 인하여 MBS는 금리 변동에 대하여 다른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과
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소한 금리 변동(상승 또는 하락)도 일부 MBS의 가치를 빠른 속도로 현저
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일부 MBS는 어느 정도의 투자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펀드는 투자자산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MBS에 대한 투자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가
시장 사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으며 펀드는 이러한 투자자산의 처분 시 불리한 가격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MBS의 시가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각 희망 시점에 이를 처분할 수 없거나 매각 시 자신이 판단하는 공정가액으로 이를 실
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증권의 매각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더 높은 중
개수수료나 딜러할인 및 기타 매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MBS과 관련된 고려사항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CMBS”)
CMBS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에 의해 담보되는 일종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말합니다. CMBS는
부동산 투자자와 상업용 부동산 대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주거용 모기지가 통상 변동 만기를 가지는
반면 상업용 모기지는 고정 만기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MBS에 수반되는 조기상환 위험은 낮은 수준
입니다. CMBS는 항상 표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평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MO”)
CMO는 모기지 대출채권, 모기지 풀, 심지어 기존 CMO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 담보되는 증권을 말하며 여러
종류의 만기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CMO를 조직함에 있어서 발행인은 일련의 클래스에 걸쳐 (이러한 시리즈는
하나의 종류형 증권 종목을 구성함) 기초 담보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배분합니다. 어느 모기지 풀에서 발생한
총 수입은 서로 다른 현금흐름과 기타 특징을 가지는 여러 CMO들 간에 공유됩니다. 대부분 CMO의 경우 최종
클래스에 대한 이표는 다른 클래스가 상환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이자는 원금 가치에 추가됩니다.
각 증권은 변제 순위애가 서로 다른 만기와 클래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CMO는 조지상환 위험을 제거하고
자 합니다. 이에 따라 CMO는 다른 주택저당증권에 비해 더 낮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어느 클래스는 이자,
원금 또는 그 양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MO는 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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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위험과 더 높은 지급 예측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더 낮은 이자율을 수령합니다. 나아가 CMO는 상대적으
로 낮은 유동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매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REMIC”)
REMIC는 은행이나 도관(conduit)에 대한 모기지 풀을 여러 만기와 위험 클래스로 나누어 그 대금을 펀드를
포함한 채권 보유자에게 이전하는 투자등급 저당 채권을 말합니다. REMIC는 합성 투자기구로 조직되며, 이
러한 기구는 담보 취득 목적으로 설정된 고정 모기지 풀을 쪼개어 개별 증권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러한 기준 풀은 다양한 만기과 이표를 가지는 모기지에 의해 담보되는 다양한 증권 클래스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
RMBS는 모기지, 홈에쿼티론(home-equity loans),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채무로부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증권 유형을 말합니다. RMBS는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채무에 집중합니다.
RMBS의 보유자는 주거용 부동산 채무자로터 원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MBS는 거액 주거용 모기지 풀로
구성됩니다.
증권전달이 지연되는 거래- 추후에 확정되는 증권계약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추후에 확정되는" 증권계약 (이하 "추후 확정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는 담보부 증권 시장에서의 통상적 거래 관행으로서 증권의 매입인
이 모기지풀(Ginnie Mae,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로부터 장래의 어
떤 일자에 확정가격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관행을 가리킵니다. 매수시점에서 정확한 증권을 알 수 없으
나 그러한 증권의 주된 특성은 지정됩니다. 매수시점에서 매수가격이 정하여졌으나 그 원금액은 확정되지 않
습니다. 추후확정증권의 매수계약은 취득 시점에서 정하여 지지 않기 때문에 하위펀드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 확정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되어야 하는 해당 증권의 가치가 결제일 이전에
하락한다면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다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추후확정증권은 금융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하위펀드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제일 이전에 동 계약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추후확정증

권의 매각 대금은 계약상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추후확정증권 매각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등가의 양도성
증권 또는 추후확정증권 매수계약을 상쇄할 수 있는 계약물(계약상 해당 매각일까지 양도될 수 있습니다)은
해당 거래에 대한 담보로서 보유됩니다.
추후확정증권 매각 계약물이 이를 상쇄하는 매수 계약물의 취득을 통하여 종결되는 경우, 펀드는 해당 기초
증권에 대한 미실현 이득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동 계약물에 대하여 이득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부담합니다.
동 계약에 따라 펀드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펀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일자 현재 단위가격에 따라 증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득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부담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들의 부동산 및 부동산증권 익스포저
부동산증권의 성과는 부동산시장 전체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산은 경제 상황 악화,
지역 시장조건 악화, 부동산 취득, 파이낸싱, 보유, 운영 및 처분 관련 위험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인의 영향
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실제보다 가치평가인의 의견으로 결정되며, 부동산 시장 둔화 사유
발생 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들의 상품 익스포저
상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는 상장지수 성과를 합성 복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
초지수는 다국적 시장의 선정된 상품 선물 투자자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 펀드가 극단적으로 전
술한 상품 시장 성과에 좌우되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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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 펀드들 및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펀드는 인덱스 펀드들을 포함하여 상장지수 펀드 및/또는 기타 집합투자기구(“UCI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
드 주주가 부담하는 보수, 경비 및 비용 이외에, 각 투자자는 운영, 투자자산 운용, 이행, 일반사무관리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기초 상장지수 펀드 및/또는 UCI의 경비, 보수 및 비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
습니다. 다만, 해당 상장지수 펀드들 또는 UCI들이 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직접 운용되는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가 공동 운용 또는 통제함으로써 연관되어 있는 기타 회사에 의하여 (또는 자본이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로써) 위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는 부록 V의 1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추종형(index-tracking) 또는 복제형(replicating)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은 그들 각각의 기준
지수 성과를 복제 또는 전략 최적화로 추종하고자 하나, 이들이 완벽하게 추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
러한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의 수익이 각각의 기준 지수 성과를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는
추종 오류 위험에 장래 영향을 받을 수 잇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시장 거래 제한, 소규모 비유동적 요소, 한
시적인 가용불능, 또는 기준 지수를 구성하는 특정 증권 거래 방해가 있는 경우 기준 지수를 정확히 구현하
지 못하여 이러한 추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러한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은 제
3의 지수 제공인이 기준 지수 활용 및 추종을 위하여 부여하는 지수 라이선스에 의존합니다. 지수 제공인이
지수 라이선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이 그들의 기준 지수를 활
용 및 추종하고 투자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 지수 제공인이 기준 지수를 정확하게
축적하거나, 기준 지수가 정확하게 결정, 구성 또는 산정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수 제공인은 기준 지수
가 달성하도록 고안된 용도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나, 해당 기준 지수의 건전성, 정확성 또는 데이터 완전성
과 관련한 보장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물지 않고, 기준 지수가 설명한 지수 방식과 일관된다고 보장하지 않습
니다. 시장 조건과 무관하게 이러한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은 그들 각각의 기준 지수 성과를 추
종하고자 하고 기준 지수 성과보다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
드들은 기준 지수 성과를 추종하고자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기법은 기준 지수를 구성하
는 증권 (전부보다는) 일부의 전략적 선정, 기준 지수 비례분과 상이한 증권 비례분 보유, 및/또는 기준 지수
를 굿성하는 특정 증권 성과를 추종하기 위한 금융 파생상품 활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지수
펀드들 및 인덱스 펀드들은 관계 기준 지수의 기초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관계 기준 지수를 구성하는 특정 증
권과 유사한 성과(위험 정도 일치)를 제공하는 증권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하는 펀드들은 그들의 수익
이 각각의 기준 지수를 정확하게 추종하지 않을 수 있는 추종 오류 위험에 장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머징시장
이머징 및 자본시장은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및/또는 자본시장 발전의 수준이 낮고 주가 및 통화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제/자본 시장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를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장의 경
우 아래에 기재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머징시장의 정부들은 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에 정치 사회
적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군 대부분에 공통된 또 다른 위험요소는 경제가 과중하게

수출에 의존하며 따라서 국제 무역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반시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
며 금융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기후변화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 있
어 위험요소입니다.
불리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는 수용, 몰수적 과세, 국유화, 무역타결 및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과 외
국투자제한 및 외환통제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장래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외에도 일부 이머징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감사 및 재무 신고 관행은 선진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합니다.
성숙된 시장과 비교하여 일부 이머징시장은 감독 정도, 규정의 집행 정도 및 투자자 활동(일정한 범주의 투
자자들에 의한 중요한 내부자 정보에 근거한 거래와 같은 관행을 포함)에 대한 감시수준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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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증권시장은 더 확립된 증권시장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며 거래 규모도 크게 작기 때문에 유동
성 부족 및 높은 가격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투자자 및 금융 중간기구의 과포화를 비롯하여 시장 자본화 및
거래 규모가 제한적인 수의 산업을 대표하는 소수의 발행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은 펀드가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시기 및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머징시장에서 증권거래의 결제 관행은 선진국에서보다 더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

자회사는 자본금이 낮은 중개인과 거래상대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 자산의 보관과 등록을 신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담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결제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관인은 룩셈부르크 법규에 따라서 모든 해당 시장의 상응하는 은행을 적절
하게 선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치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환경 변화들, 사회적 이슈들(노동권 등) 및 지
배구조 위험(이사회 독립, 소유 및 지배구조 또는 감사 및 조세 관리 등) 관련 지속가능성 위험으로부터 추가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위험 관련 정보공개나 제3자 자료 보도는 일
반적으로 이용하기가 더 어렵거나 투명성이 낮습니다.
일부 이머징시장에서 등록기록원은 효율적인 정부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등록 문제로 인하여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채무
정부채무란 정부 또는 그들의 기관이나 기구(“정부기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정부채무
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채무 상환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정부채무의 만기 도래시 그 상환조건
에 따라 해당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을 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원금 및 이자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특히 정
부기관의 현금유출입 상황, 외환보유고의 정도, 지급만기일에 충분한 외환의 이용가능성, 경제전체에 대한 채
무상환부담의 상대적 규모, 국제통화단체에 대한 동 정부기관의 정책, 공동 통화 정책에 따라 정부기관에 부
과된 제한, 동 정부기관이 받는 기타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
환 연체금액을 줄이는 데 있어 외국정부의 예상지출규모, 다자간 기관, 외국기관 등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정부, 다자간 기관 등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경제개혁을 집행하
고/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한 개혁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만기가 도래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가 정부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약정이 취소될 수 있고 채무자인 동 정부기관이 자신의 채무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 또는 의사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자신의 정부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를 포함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그러한 정부채무의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i) 해당 펀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채무 발행인의 일방적인 법적 조치나
대주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 결정 등) 채무재조정(원리금의 감액 및 상환기일 조정 등) 및 (ii) 정부채
무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 시 가능한 법적 소구권의 제한(정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한 파산절차의 부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펀드는 전세계 국공채에 투자할 수 있으며, 수시로 순자산가치의 10% 이
상을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비투자등급 국공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투자등급(“하이일드”로도 알려짐) 국채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채무증권에 비해 더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됩니다. 또한 비투자등급 증권은 신용등급이 높은 채무증권에 비해 변동성이 크며 이에 따라 불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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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건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침체가 발행인의 재무상태나 해당 발행인의
하이일드 채무증권의 시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등 발행인의 채무 이행 능력은 특정 발행인과 관련된 사
건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을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는 이러한 증권의 성과로부터 더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경제, 시장, 정치, 규제 사건으로부
터 더 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일부 국가는 펀드와 같은 외국 단체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그 예로서 특정
국가들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정부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자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증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는 동 회사의 특정
종목의 주식에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발행인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
는 방식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펀드의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하위펀드는 처음에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추후에 동 펀드
의 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재등록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없어
서 펀드가 투자자로서의 특정 권리(배당을 받을 권리 또는 회사의 행위를 통지 받을 권리 포함)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펀드가 매수주문을 냈으나 추후 재등록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허용된 량의 주식이 이미 청약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펀드가
해당 시점에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펀드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이익, 자본 또는 증권
매각대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일부 국가에서 상당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해지
는 투자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국 송금 지연 또는 그러한 본국 송금에 요구되는 정부승인의 거부에
의하여도 동 펀드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외국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쇄형 투자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특정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은
때때로 그 순시장가치보다 할증된 시장가격으로만 취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폐쇄형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들은 동 펀드에 비례배분된 비용(관리수수료 포함)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 폐
쇄형 투자회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인도와 중국 같은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역내 투자에
대하여 쿼터 제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은 순자산가치에 할증액을 더한 시가로만 취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할증액은 궁극적으로 해당 펀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투자회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투자자산은 현재 특정 증권 보유 및 보관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회계장부 또는 등록(보관
회사의 책임도 대리인도 아님) 기재내역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어떠한 러시아 회사 보유 확인서도 보관회사나
보관 등가 회사나 효율적인 중앙 보관시스템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과 주정부 차원의 규제 및 집행력
의 부재로 회사는 사기, 과실 또는 단순 업무태만으로 러시아증권 등록 및 보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액이 순자산가액의 10%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규제된
시장으로 인정된 MICEX-RTS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에서의 조치로 인하여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미국, 유럽연합 및 여타 국가들은 러시
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제재의 수위와 범위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불리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서방국가 및 여타 국가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러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거나 러시아 투자자산을 청산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상기한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이사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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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으로) 펀드의 거래 중단 조치 (필요한 경우) 등 펀드 투자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V - 중지 및 연기 28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투자는 특정 추가 위험, 특히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정
중국 증권의 거래는 인가받은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고,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송급하
는 것이 때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동성과 송금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 투자회사는
특정 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가 UCITS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종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중국 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 시장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위험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이머징 마켓 중 하나입니다. 계획 경제에서 보다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 상태에 있는 중국 경제는 대다수 선진국 경제와 다르며,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
는 것보다 더욱 큰 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 통상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시장 변동성, 보다 낮은 거래 규모,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더 큰 시장 폐쇄 위험, 보다 엄격한 외환 관리와
및 보다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정책들입니다. 중국 경제에서는 국익에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이나 산업
들에 대한 투자 제한을 포함하여 상당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감독기관들은 또한 투
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금융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관련 펀드의 피투자기업들은 선진국 투자기업들의 경우보다도 공시 범위가 적고, 기업 지배
구조, 회계 및 보고 기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펀드가 보유한 일부 증권들은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이 더 높고,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증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보다 어렵도록 하는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관
련 펀드의 투자에 예측불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동성이 증가하여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손실
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머징시장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진시장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들
보다 더 높은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 간 상당히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였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수도, 혹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국 경제의 다른 지역 및 분야에
걸쳐 고르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동반되기도 하였
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중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양한 조치
들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시장력의 활용을 달
성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상당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혹은 중국 정부가 계속
해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
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과 변경은 중국의 증권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련 펀
드의 성과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에 대한 해당 펀드의 투자 정도에 따라) 해당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
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위험
중국에서 또는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동, 사회 불안 및 외교상황 악화는 중국 A 주식 및
/또는 중국 국내 채권 가격에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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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체계
중국의 법체계는 성문법과 성문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전 법원의 판결은 참고
를 위해 인용될 수 있으나 선례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포괄적인 상법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해외 투자, 기업 조직과 지배구조, 무역, 과세 및 거래와 같은 경제적 사안을 다루는 법과 규
정을 도입함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발표 사례 및 사법적 해석과 구속
력이 없는 이들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규정들의 해석과 시행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중국 상
법 시스템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중국의 규제 및 법률 체계는 선진국의 규제 및 법률 체계만큼 잘 발달하
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국가외환관리국(SAFE)
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들에 대한 각자의 해석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CSRC와 SAFE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는 해당 규정의 적용에 대해 증가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법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해당 법과 규정에 대한 변화, 해당 법과 규정의 해석 또는 이들의 시행이 관련 펀드의 국내
사업 운영 또는 중국 A 주식 및/또는 중국 국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펀드의 능력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안화 통화 및 환전 위험
중국의 법정통화인 위안화는 현재 환전이 자유로운 통화가 아니며 중국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적용을 받
습니다. 이와 같은 통화 환전에 대한 통제 및 위안화 환율 변동은 중국 내 회사들의 운영과 재정 성과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펀드가 중국에 투자를 하는 한, 관련 펀드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중
국 외부로의 송금이나 유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관련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위안화가 아닌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환위험에 노출되고 투자자들의 기준통화(예를 들면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본 하위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모든 관련 펀드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역내 위안화(CNY)가 아닌 역외 위안화(CNH)
입니다. 역외 위안화(CNH)의 가치는 기타 외부 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 의해 적용된 외환통제
방침 및 송금 제한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역내 위안화(CNY)
의 가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역외 위안화(CNH) 및 역내 위안화(CNY) 간의 차이는 투자자들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등급하락 위험
펀드는 우량/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 시점 이후 채권의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펀드가 투
매를 피하기 위해 이를 계속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등급이 하락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
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펀드의 자본가치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수익률 또는 자본가치(혹은 양자)가 그로 인해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전략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는 위험 및 수익에 있어 고도로 분산하고자 다수의 투자전략 및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
한 펀드는 그 투자자산을 통하여 각 투자전략 및 상품이 수반하는 위험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Event-Driven)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공시된 인수합병, 회사매수, 회사분리 및 분할, 재정/전략적 구조조정, 운용변경, 시너
지적인 인수를 비롯하여 기타 변경을 야기하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권 가격 변동을 식별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결정 시 사건 또는 거래의 발생 가능성, 절차 소요 시간 및 해당 사건 이후 예상되는 가
치 예측치를 고려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거래의 성공은 이러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완료되는지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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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제안된 거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펀
드가 매입하는 증권 시가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제안되는 합병, 교환오퍼, 현금 공개매수 또는 기타 유사한 거래의 증권 지급 또는 교환에 예상되는 가
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러한 합병, 교환오퍼,
현금 공개매수 또는 기타 유사한 거래 공시 직전 거래되는 증권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제안되는 합
병, 교환오퍼, 현금 공개매수 또는 기타 유사한 거래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거
나 지연되는 경우, 또는 거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되는 증권 시가는 펀드의 매입가와 예상 지
급 대가 간의 차액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증권이 발행된 때 인도되어 숏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합병 또는 교환 오퍼시 발행 예정 증권이 공매되는 경우, 합병 또는 교환 오퍼의 실패는 펀
드로 하여금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공매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투자자문회사가 공개매수되는
증권 매각 가격이 원 입찰자 또는 기타 당사자에 의하여 오를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펀드는 매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문회사가 거래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펀드는 거래대상 회사의 증권을 공매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해당 거래에서 증권의 공개 또는 매각 공시 가격보다 상당하게 밑돌 수 있습니다. 해
당 거래 또는 “방어적” 합병 또는 “우호적” 공개매수와 같은 다른 거래가 공시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에 이행
되는 경우, 펀드는 공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병, 교환 오퍼, 현금 공개매수 또는 기타 유사한 거래의 이행은 다수의 요인으로 인하여 가로막히거나 지
연될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의 다른 회사의 증권에 대한 교환 오퍼 또는 현금 공개매수는 거래로 얻게 되는
대가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다수의 이유를 들어 거래대상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매도인이 공급하는 매매물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거나 호도하는 공시를 포함하거나, 매도
와 관련되는 매도인의 사업이 연방 및/또는 주 증권 또는 인수법을 위반하거나, 제안되는 인수가 연방 독점
금지법, 인수 규제 또는 기타 법규를 위반한다는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거래 이행을 크게 지연시키거나 중단
시킬 수 있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관련 사안 및 거래 조건이 양
회사 임원간에 합의되었을지라도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회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규제당국의 개입; 주주의 소송 제기 또는 인수의 경우 필요한 주주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증권가격에 중대한 변경을 야기하는 시장 상황; 인수계약에 관례적으로 기재되는 특정 조건 불이
행을 포함하는 기타 상황. 거래대상 회사의 방어적 활동 또는 규제당국의 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지 않
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거래를 크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그 동안 펀드의 자본은 거래에 약정될 수 있고, 거
래와 관련된 펀드 활동에의 조달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인수인이 활용 가능한 파이낸싱 또는 거래가 협의되는 일과 거래 이행일 간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
과 같은 선행 계약조건에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조건 선물은 해당거래 종료 미완 또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펀드는 장래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개 또는 교환오퍼 매도인은 관례적으로 위의 경우 및 거래대상 회사의 주주들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다수의 상황에 매도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교환오퍼 또는 현금 공개매수가 발행인의 모든 발행증권 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발행 수를 초과하는 공
개매수의 경우, 증권은 비례배분하여 승인됩니다. 따라서 매수 이행 이후, 증권 시가가 비용 미만으로 하락하
는 시기에 펀드는 매입한 증권의 일부를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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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의 잠재적 영향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이 중단되었
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을 시행하며 브
렉시트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관련 유럽연합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
일 종료되며 유럽연합 법률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영국과 유럽연합은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UK/EU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UK/EU 통상협정은 영국과 유럽연합
간 협정을 위한 경제 및 법률 체제의 기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UK/EU 통상협정은 새로운 법률 체제이기 때
문에, 2021년과 그 이후에 걸쳐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협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
국 및 더 넓게는 유럽 시장 전역이 변동적인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추가적인 교
역 비용과 양자 간 교역 관계의 균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K/EU 통상협정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혜국” 조항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도 일반
적인 약정사항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규제 기준이 상이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향후 무역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 간 미래 관계가 전세계 금융 시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이 투자회사의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변동성은 이 투자회사 투자자산의 수익이 시장 변동, 스털링화/유로화의
가치 하락 가능성 및 영국이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 및 유로존 위험
특정 국가들의 국가부채 악화는 다른 안정된 국가들로 파급될 위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차입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이러
한 상황은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안정성 및 전반적인 지위와 관련하
여 많은 불확실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하나 이상의 유로존 국가의 유로화 탈퇴 혹은 탈퇴 위험은 하나 이상의
유로존 국가의 자국 통화 재도입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혹은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유로화의 전적인 해
체를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잠재적 발전 혹은 시장 인식은 펀드의 투자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익자들은 유로존 및 유럽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변화가
펀드에 대한 그들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MiFID II
2018년 1월 3일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시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도입한 법과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회사에 새로운 규제에 따른 의무와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금융시장과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투자회사들에게
미치는 MiFID II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MiFID II의
정확한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MiFID II의 영향을 수치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MiFID II와 MiFIR는 표준화된 특정 장외파생상품들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장
외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이러한 신규 규제체계에 적응할 것인지 및 이로 인해 펀드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MiFID II는 유럽연합 거래소 및 유럽연합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 더욱 폭넓은 투명성 체계를 도입합
니다. MiFID II 제도 하에는 사전 및 사후 거래 투명성 체계는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서 더 나아가
주식과 유사한 상품(예를 들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증서) 및 채권, 구
조화된 금융상품, 배출권 및 파생상품과 같은 비주식 상품까지 포괄합니다. MiFID II 하에 더욱 폭넓어진 투명
성 체계는 “다크풀(dark pools)”과 다른 거래소 이용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가격 결정 과정(price discovery)에
관한 정보가 보다 폭넓게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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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권 투자 펀드
부동산 증권은 다음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직접 소유에 수반되는 위험과 일부
동일한 위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건의 불리한 변화, 경제 전반 및 지역 경제의 변화; 부동산의
노후화, 부동산 주식의 입수가능성의 변화, 공실율, 임차인 파산, 주택담보금융의 비용 및 조건, 부동산의 운
영 및 개량 비용 및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환경 및 계획법 포함)의 영향.
그러나, 부동산 증권(주요 수익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
을 운영 및/혹은 소유 하는 폐쇄형 상장 투자기구인 부동산자산신탁(REITs)이 상장한 증권을 포함)에 투자하
는 것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부동산 증권의 성과는 부동산 업종의 일반 성과 보
다 주식 시장의 일반 성과에 더 높게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금리와 부동산 가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
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회사/REIT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관련
차입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동산 회사/REITs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를 하락시
킬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된 기업에 대한 현재의 과세방식은 복잡할 수 있으며 미래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 간
접적으로 부동산 펀드의 투자자들의 수익과 그 과세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및 지배구조
요인뿐만 아니라 불리한 기후 환경에 취약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펀드의 투자가치가 불리한 물리적 기후
사건에 더 취약한 펀드들의 투자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쳐 증권 투자 펀드
인프라스트럭쳐 회사의 증권 및 상품은 그들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경제 혹은 규제 발생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쳐 회사들은 자본 구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높은 이자비용, 높은 레버리
지, 환경 및 기타 규제와 관련된 비용 및/혹은 변화, 불경기의 영향, 과잉설비, 다른 업무수탁자와의 경쟁 심
화, 적정한 가격의 연료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에너지 절약 정책,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대체에너지로
의 전환 및 기타 요소들의 영향을 포함하여 그들의 사업 및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쳐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비하
여 이러한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및 지배구조 요인뿐만 아니라 불리한 기
후 환경에 취약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펀드의 투자가치가 불리한 물리적 기후 사건에 더 취약한 펀드들의
투자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한 투자에 적용되는 특정 위험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개요는 부록 II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펀드는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BlackRock Global Event Driven Fund)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BlackRock Asia Pacific Absolute Return Fund)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BlackRock Style Advantage Fund)
“중국에 대한 투자”에 관한 위험과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에 적용되는 기타 위험에 더하여 다음의 위험이 추
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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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투자대상 및 투자방
침”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퉁과 선
강퉁(Stock Connects) 펀드가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후강퉁 및 선강퉁 각각에 대하
여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옴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홍콩증권거
래소 주식을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주
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 상 제
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
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 상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
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완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15년 5월 15일자 “선전-홍콩 주식 교차거래
시스템(SH-HK Stock Connect)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에 관한 FAQ”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 FAQ에
서 관련 항목을 발췌하여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와 마찬가지로 후구퉁(Northbound Trading Link)을 통해 취득한 상하이증권거래소 증
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가? 중국 본토 법 하에 “명의대리인(nominee holder)” 및 “실질 소유자”라는 개
념이 인정되는가?
증권의 등록 및 결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결제 조치”) 제18조는 “법률, 행정규정이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
회(CSRC) 규정에서 증권이 명의대리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기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증권은 증권 보유자의 계정으로 기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조치는 명의대리인 주
식보유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후강퉁제도(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시범 프로그램에
관한 특정 조항(“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후강퉁제도 규칙”) 제13조는 후구퉁을 통해 투자자들이 취
득한 주식은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의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투자자들은 후구퉁을 통해 취득한 주식
에 대한 권리 및 이익에 대해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후강퉁제도 규칙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후구퉁 거래에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
증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주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후구퉁(Northbound Trading Link)을 통해 취득한 상하이증권거래소 증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중국 본토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가?
중국 본토 법은 명의대리인 소유 구조 하의 실질 소유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 소유자로 하여금 법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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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는 바와 같이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은 후구퉁에서 상하이 증권의 명의대리인으로서 주주권을 행
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법
률 소송 청구인은 관련 사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어야 한다”고 명시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실질 소유자로서 관련 사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할 수
있는 한, 해당 투자자는 중국 본토 법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산 및 결제위험
홍콩중앙예탁기관과 중국예탁결제원은 청산 연결망(clearing links)을 구축하고, 국경간 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됩니다. 시장에서 발생한 국경간 거래의 경우, 해당 시장의
결제기관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과 거래를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결제기
관에 대하여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를 이행할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중국 증권시장의 국가 차원의 중앙 거래상대방으로서, 중국예탁결제원은 종합적인 청산, 결제 및 주식보유
인프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예탁결제원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승인하여 감독
하는 위험관리 체계와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국예탁결제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습니다. 그
러나 낮은 확률이지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 참가자와 체결한 시장 계약에 따라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주식에 대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지는 책임은 청산 참가자를 도와 중국예
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선의로서 가능한 법적 통로를
통하여 또는 중국예탁결제원의 청산을 통하여 미상환 주식 및 현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자금회수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또는 중국예탁결제원으로부
터 입은 손실을 전액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지 위험
홍콩증권거래소(“SEHK”),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는 원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신중한
위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중지하기 전에 관할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중지조치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관련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중
국 시장에 대한 접근 능력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거래일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은 중국과 홍콩시장이 모두 거래를 위하여 개장한 날로서 두 시장 모두에서 이
에 상응하는 결제일에 은행이 개점한 날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일일지라
도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가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하여 중국 A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는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 중국 A주식의 가격 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모니터링(front-end monitoring)에 따른 매도 제한
중국 규정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이전에 그 계좌에 충분한 주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
약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증권거래소 혹은 선전증권거래소는 해당 매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홍
콩증권거래소는 초과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즉, 주식 브로커들)의 중국 A 주식 매도
주문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가 보유한 중국 A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 거래일(“거래
일”)에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 브로커(들) 각자의 계좌로 해당 중국 A 주식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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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에 동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가 홍콩 중앙거래
결제시스템(CCASS)에 참여하는 보관 참가자 또는 일반 청산 참가자인 보관회사에 중국 A 주식을 보관하는 경우,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는 강화된 사전 거래 확인 모델에 따라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의 중국 A 주식 보유
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회사로 하여금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에서 특별별도계정(SPSA)을 개설하
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은 주식연계시스템이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의 보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상, 각 SPSA에 대하여 고유의 “투자자 ID”를 부여합니다.
중개인이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의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특별별도계정에 충분한 보유분이 있을 경우, 해당 후강
퉁과 선강퉁 펀드는 매도 주문을 하기 전이 아닌 체결 후에 자신의 특별별도계정에 있는 중국 A 주식을 중개인
계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고,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는 중국 A 주식을 중개인에게 적시에 대체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그가 보유한 중국 A 주식을 적시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가 특별별도계정(SPSA)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는 거래일 당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중개인들에게 중국 A 주식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일 당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 계정이 충분한 수의 중국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매도 주문은 거절될 것이며, 이는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별도계정(SPSA) 모델에 따른 결제제도
일반적인 증권 대금 동시결제제도(Delivery versus Payment)(DVP)에 따라 증권과 대금 결제는 청산 참가자들
(즉, 거래인 및 보관회사 또는 보관 참가자)사이에 T+0에 실행되며, 증권 인도와 대금 결제 사이에 최대 4시
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역외 위안화(CNH)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중개인들이 동일자 중국 위안화
현금 결제 완결성을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2017년 11월에 도입된 실시간 증권 대금 동시결제제도
(Real time Delivery versus Payment)(RDVP)에 따라, 증권 인도와 대금 결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실시간 증권 대금 동시결제제도의 이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산 참가자들은 실시간 증권 대금 동시
결제제도를 사용하여 거래를 결제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결제 지침에 실시간 증권 대금
동시결제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청산 참가자 중 어느 누구라도 거래를 실시간 증권 대금 동시
결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가 결렬되거나 양 당사자로부터의 수정에 기하여 일반적인 증권 대금 동
시결제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가 일반적인 증권 대금 동시결제로 되돌아 갈 경우, 발표된 마감
시간 전에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가 수정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고 중개인의 수정된 지침과 일치하여야 합
니다. 이러한 수정된 지침이 없는 경우, 거래가 결렬될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 펀드가
자신의 벤치마크 지수 성과에 대한 엄밀한 추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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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래소, 선전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
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
로 적용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소급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퉁과 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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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Stock Connects)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중권거래소는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한 교차매매
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주식의 회수(recalling) 위험
어느 주식이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적격주식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주식은 매각될 수 있을 뿐 매수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투자자문회사가 적격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상 기금(Investor Compensation Fund)에 따른 보호 없음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주식에 투자하려면 중개인(들)
을 거쳐야 하므로, 해당 중개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됩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의 투자
자산은 홍콩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가 받은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국적 불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투자자보상기금(Hong Kong’s Investor Compensation Fund)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후강퉁과 선강퉁
(Stock Connects)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주식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의 경우 홍
콩증권거래소나 홍콩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그곳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상 기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들은 후강퉁과 선강퉁
(Stock Connects)을 통하여 중국 A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hina Interbank Bond Market)과 관련한 특정 위험
다음의 펀드는 외국인 투자자제도 및/또는 채권퉁 및/또는 관련 규정이 수시로 허용하는 여타 수단을 통하여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내 중국 역내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BlackRock Emerging Markets Flexi Dynamic Bond Fund)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위험 및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적용 가능한 기타
위험에 더하여, 다음의 추가적인 위험이 적용됩니다:
변동성 및 유동성 위험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서의 특정 채무증권의 낮은 거래 규모에 의한 시장 변동성 및 잠재적 유동성 부
족은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채무증권의 가격을 상당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 투자하
는 관련 펀드는 따라서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증권의 가격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는
클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펀드에 상당한 거래 및 실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투자자산 매각
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은 매도하기 어렵거나 매
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증권을 실가에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관련 중국은행간채권
시장(CIBM) 펀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제 위험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서의 해당 펀드의 거래의 결과로, 해당 펀드는 또한 결제 절차 및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펀드와의 거래를 체결한 거래상대방은 해당 증권의
인도 혹은 지불에 의해 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불이행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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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불이행에 따른 위험
외국인 투자제도 및/또는 채권퉁을 통한 투자의 경우, 관련 서류, 중국 인민은행(중국 인민은행(PBOC))에의 등
록 및 계좌 개설이 역내 결제 대리인, 역외 보관 대리인, 등록 대리인 또는 기타 제3자(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펀드는 이러한 제3자의 불이행 및 오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위험
외국인 투자제도 및/또는 채권퉁을 통하여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 투자하는 것 또한 규제 위험에 노출
됩니다.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은 또한 규제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서의 투자
에 관한 관련 법규 및 규제는 잠재적인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 중국 당국
이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서의 계좌 개설 혹은 거래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중국은행간채권시
장(CIBM)에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며, 기타 대체 거래가 모두 끝난 후에 관련 펀드는 그 결과로 상
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채권퉁 관련 시스템 장애 위험
채권퉁을 통한 거래는 새로이 개발된 거래 플랫폼과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
로 기능을 하거나 시장 변경과 시장 개발에 계속해서 적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기능
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퉁을 통한 거래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퉁을 통한 관련 중국은
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의 거래(그리고, 따라서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 추진)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나아가, 관련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가 채권퉁을 통해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주문 및/또는 결제 시스템에 내재한 지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채권퉁을 통해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와 기타 과세 취급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에서 내린 공식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중국 세법에
대한 여하한 변경, 장래 해명 및/또는 여하한 세금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추후 소급 적용은 관련 펀드에
대한 중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조세 채무에 대한 준비금 유보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조세 채무 준비금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고시에서 중국 정부가 보다 명확히 해명하는 경우 그 재량으로 수시로 장래 조세 채무
준비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세와 관련 위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험 고려사항” 항목 하의 “조세 고려사항”에 기재된
위험 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익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BlackRock Style Advantage Screened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
함)는 장기간에 걸친 시장 움직임에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on a
rolling basis) 2-3년에 걸친 시장 움직임에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
간 동안 또는 기타 기간 동안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펀드의 자본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투자상품 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일부 펀드들의 경우 파생거래를 하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산정한 파생
거래의 위험평가액이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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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주1)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

주2)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
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각 하위펀드의 국내에서의 투자위험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등급
산정기준

하위펀드

(2021년 5월 31일 현재)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투자위험 등급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변동성

5.93%

4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변동성

5.19%

4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변동성

7.06 %

4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변동성

18.54%

2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변동성

4.90%

5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변동성

10.47%

3

주1)

주2)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
며, 투자자께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
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원칙적으로 하위펀드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위펀드 전체의 위험등급 수준을 대표하기
에 적합한 클래스(이하 '대표클래스')가 있는 경우 동 클래스에 적용되는 투자위험등급 체계와 위험등급(변동성 기
준인 경우, 수익률 변동성 및 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당해 하위펀드 출시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클래스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A2 클래스가 하위펀드 전체의 위험등급 수준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클래스(이하 '대표클래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투자위험등급 관련 데이터는 A2 클래스 기준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채택한 위험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1

2

3

4

5

6 (저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
를 비교합니다.

주2)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1등급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매우 높은 위험)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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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다소 높은 위험)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6등급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매우 낮은 위험)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
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6)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국내에서의 매입 절차
국내에서의 매입 절차는 제1부의 내용 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매입 절차
과도한 거래 방침(Excessive Trading Policy)
과도한 거래 관행은 모든 주주들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펀드들은 과도한 거래 관행과
연관된 것으로 알게 된 투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거래에는 타이밍 패턴(timing pattern)을 보이는 개
인 또는 집단의 증권 거래, 또는 과도하게 빈번하거나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투자회사의 펀드들이 특정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목적상 활용되거나 구조화상품 제공
자들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펀드들 간의 주기적인 자산 재배분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
의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이와 같은 활동이 과도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타이밍 패턴을 보인다고 판

단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이는 과도한 거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재량에 따라 매입 또는 전환을 거부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거래로부터
주주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들을 가집니다.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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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

공정가치 책정 - 붙임 IV 제15항,

-

가격조정(price swinging) - 붙임 IV 제17.3항,

-

현물환매 - 붙임 IV 제22항, 및

-

전환수수료 - 붙임 IV 제18항 내지 제20항

또한, 과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펀드는:
-

개인 또는 집단이 과도한 거래 관행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상, 공동
소유되고 있는 주식들을 통합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과도한 거래를 행한 것
으로 판단하는 투자자의 주식 전환 및/또는 매입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평가시점 현재 펀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기초 증권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모든 주주들의 이해가 공정가
치 평가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및,

-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도한 거래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들의 환매대금에 대하
여 최대 2%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 환매수수료는 펀드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며,

동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주주들은 거래확인서(contract note)를 통하여 통지 받습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
거래
각 펀드의 주식 거래는 통상 해당 펀드의 거래일인 일자(특정 펀드 세부정보는 ‘붙임 II’ 참조, “거래일” 및 “영
업일”의 정의는 ‘붙임 III - 용어풀이’ 부분 참조)에 가능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관련 거래일 정오(룩셈부르
크 시간)(“거래마감시간”) 이전에 주식의 매입, 환매 및 전환 주문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단,
(가)

BlackRock Emerging Companies Absolute Return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함)의 거래마감시간은
해당 펀드의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전인 일자의 정오(룩셈부르크 시간)이며,

(나)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BlackRock Asia Pacific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함)의 경우 해당 펀드의 거래일로부터 1 영업일 이전인 일자의
정오(룩셈부르크 시간)입니다.

매일 및 매주 거래되는 펀드의 경우 거래일 오후에 산정되는 가격이 적용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수령한 거래 주문은 그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대리인 또는 대리은행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

주문을 취합하는 기타 기관이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전송하였으나,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
스 담당부서가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수령한 거래 주문은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수령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AUD로 표시되는 주식클래스(관련 주식이 매입 가능한 경우)를 보유하는 주주들은 호주 조세연도 말의 거래
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하여 글로벌 투자설명서 내용 중 “매입 절차 및 지급 지시사항에 대한 개요
(Summary of Subscription Procedure and Payment Instructions)” 부분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재량에 따라, 미결제자금에 근거한 주문에 적용되는 가격은 매일 및 매주 거래되는 펀드의 경
우 결제자금이 수령되는 일자 직후의 거래일 오후에 산정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BlackRock Dynamic

Diversified Growth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함)에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일 직후 영업일 아침에 산정되어 통상
두 번째 영업일에 공고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예외는 제2부 내용 중 ‘11. 가. 매입, 나.

환매 및 다. 전환’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입 신청 및 환매나 전환 지시는 일단 이루어지면 취소가 불
가능 합니다.

단, 정지 또는 연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붙임 IV의 제28항 내지 제31항 참조) 및 관련 펀드의

거래마감시간인 정오(룩셈부르크 시간) 이전에 취소 요청이 수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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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대신,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주문은 다
른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해당 주문
을 더 늦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하한 펀드에 대한 주문을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자의 판
매대행회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주주들이 특정 가치를 가지는 주식을 매입 신청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거래되는 주식의 수는 동 특정 가치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해집니다.

반올림으로 인하여, 펀드

또는 주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사회가 어느 펀드 및/또는 어느 펀드의 투자전략이 “추가출자 제한형(capacity constrained)” 펀드
에 해당하거나, 투자전략을 실행하거나 어느 펀드를 위한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하거나, 기존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에 이른다고 집합투자업자 및/또는 투자자문회
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펀드 및/또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일부 펀드 주식의
매입에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펀드가 제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 이사
회는 주주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그 재량에 따라 수시로 펀드 또는 여하한 주식클래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또는 이사회가 그 재량으로 달리 결정하는 시기까지 신규 매입 신청의 전부 혹은 일부(단, 집합투자업
자의 재량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정기적립식 투자의 경우는 제외함)를 금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환매 또는

시장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의 규모가 제한 규모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의 완전한 재량에
따라 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재개하도록 허용됩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 이
와 같이 어느 펀드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입
수할 수 있습니다.
비거래일
일부 펀드의 경우, 일부 영업일은 거래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펀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거래되는 시장이 폐장한 날). 나아가 일부 펀드의 경우 해당 시장이 폐장일 익일(특히 해당 시장이 이미 폐장되
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마감하여 펀드가 해당일에 주어진 투자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기초시장(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비거래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펀드와 관련하여, 수시로 비거래일로 처리되
는 영업일 목록은 요청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으며, http://www.blackrock.co.uk/individual/library/index
의 “Library” 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비거래일 목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우편으로 제공한 확인증명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클래스 A, 클래스 D 및 클래스 X 주식
클래스 A, 클래스 D 및 클래스 X 주식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로 매입 또는 환매됩니다.

동

주식의 가격에는 적절한 바에 따라 다음이 포함되거나 동 가격에 다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i) 선취판매수
수료, (ii) 판매대행보수, 및 (iii) 제한적인 경우에, 회계수수료 및 거래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붙임 IV의
제17.3항 참조). 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특정 펀드의 경우 조
건부 이연 판매수수료(해당되는 경우)가 환매대금으로부터 차감됩니다.
각 주식클래스에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자세한 요율은 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입 신청
주식에 대한 최초 매입 신청은 적절한 매입 신청 양식으로 작성되어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
비스 담당부서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정 판매대행회사들은 투자자들이 해당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매

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회사는 동 매입 신청서를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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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전달합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최초 매입 신청은 매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입 신

청 양식의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완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련 주식의 후속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매입 신청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후속 매입 신청은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단독 재량에 따라 다른 전자통신 방식을 통하여 제출된 개별 거래 주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신청서
에 주식클래스를 명시하지 않은 투자자는 무배당A클래스 주식의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매입 신청 양식 및 기타 거래 주문에는 반드시 모든 필요 정보(투자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의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와 같은 주식클래스 관련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기재하여야 합니
다. 투자자가 기재한 ISIN이 당해 투자자가 주문과 관련하여 제공한 다른 주식클래스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재된 ISIN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업자와 명의개서대리인은 기재된 ISIN 정보만을 고
려하여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에 대한 매입 신청은 특정 가치를 가지는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단주가 발행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관회사가 단주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완전한 주식(whole

shares)에 대하여 포괄주권이 발행됩니다.
주식에 대한 여하한 매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여하한 매입 신청을 부분적으로 수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하한 펀드 또는 모든 펀드의 모든 주식클래스에 대한 매입신청 총 가치가 특정 가치(현재 이사회는 해당
펀드의 대략적 가치의 5%로 정하고 있음)를 초과하며, 이사회가 해당 거래일 동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하한 또는 모든 펀드의 주식 발행이 다음 거
래일로 연기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주주들의 매입 주문의 처리가 특정 거래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다른 일부 주주들의 주문은 연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된 주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주문에 우선하여 처리됩니다.
정보 보호
현재 및 장래 투자자는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이 투자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개인정보 보호통지(“개인정보
보호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통지에는 특히 이 투자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가 개인 투자자의 개인정보와 이사, 임직원, 최종
실질 소유자와 관련한 기관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통지는 수시로 갱신되며 최근 내용은 www.blackroc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공개, 이전, 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통지에 명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하
한 권리의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 담당임원: BlackRock ,12 Throgmorton Avenue, London,
EC2N 2DL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모든 주식과 관련하여, 결제자금 중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관련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내에 결제되어
야 합니다. 단, 결제 통화에 대한 표준 결제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거래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또는 작성된 신청 양식이 최초 매입 시 수령되지 않은 경
우), 관련 주식의 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매입 신청자는 관련 판매대행회사 및/또는 이 투자회사에게 보상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붙임 IV의 제2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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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지시사항은 이 투자설명서의 뒷부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납입은 전신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이사회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결제 방법을 통한 납입을 수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금 또는 수표를 통한 납입
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는 관련 펀드의 거래통화로 이루어지거나, 관련 펀드의 거래통화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그 중
투자자가 지정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주요 통화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
은 필요한 환전 거래를 이행합니다. 이와 같은 환전 거래는 투자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매입가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현물납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항상 최초 투자 및 추가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물납입 증
권의 가치(관련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가치)는 주식의 매입가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권
은 관련 거래일에 평가되며,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감사인의 특별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현물환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IV 제22항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초 투자 및 추가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
펀드의 클래스 A 주식과 관련한 현재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은 USD5,000입니다. 클래스 D 주식과
관련한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 매입금액은 USD100,000 입니다. 클래스X 주식과 관련한 현재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은 USD 1,000만입니다. 모든 경우에,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은 관련 거래통화로
앞선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으로도 수락됩니다.
펀드의 클래스 A 주식 및 클래스 D 주식의 추가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은 USD1,000입니다.

클래스 X

주식의 추가 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은 USD10,000입니다.
위와 같은 최소 금액은 특정 경우에, 또는 판매대행회사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변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
으며, 관련 거래통화로 앞선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으로도 수락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소 금액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명의개서대리인 및/또는 집합투자업자 및/또는 보관회사가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위한 금융부문의 사용 방지에 관한 룩셈부르크 관련 규정 및 특히 CSSF 회람 13/556(개정, 재진술
및 보충본 포함)에 따라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입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하한 관계 법령 및 규정(기타 관련 자금세탁방지 법률,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이 집행하는 제재 규약, 조세법 및 규제상 요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특정 경우에 투자자들(기존 투자자이더라도)은 수시로 요구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신원을 확
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거나,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
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는 이와 같은 규정 준수를 위하여서만 사용되며, 모든 문서들은
관련 투자자에게 적절히 반환될 것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또는 집합투자업자 및/또는 보관회사가 요구되는
문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령하기 전까지, 여하한 후속 환매 신청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는 항상 요구되는 문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령하기 전까지 환매대금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가집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항상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여하한 관계 법령, 규칙 및 규정(특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
달 방지에 관한 2004년 11월 12일자 법 및 2008년 12월 29일자 CSSF 회람 13/556(개정, 재진술 및 보충본
포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의개서대리인은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명의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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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및 그의 대리인들이 전술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
의개서대리인은 이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단, 이와 같은 의무는 항상 명의
개서대리인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되
는 투자전문인 및 금융부문기관에게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명의개서대리인

및 보관회사는 투자자를 주주로 가입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어느 때나 추가적인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국내에서의 환매 절차
국내에서의 환매 절차는 제1부의 내용 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환매 절차
주식의 환매
환매 신청
기명주식의 환매 신청은 통상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신청(이 투자회사가 허용하는 양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단독 재량에 따라 다른
전자통신 방식을 통하여 제출된 개별 거래 주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계좌로 환매대금을 지급하
라는 지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포기서 및 팩스 면책서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팩스를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
달하는 경우, 팩스 송신 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우편으로 확인 서신
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확인 서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붙임 IV
의 제21항 참조).

특정 판매대행회사들은 투자자들이 해당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환매 신청서를 제출하도

록 허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회사는 동 환매 신청서를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
서에게 전달합니다.

서면 환매 신청서(또는 동 신청에 대한 확인 서신)에는 주주의 전체 성명(들) 및 주소,

펀드 명칭, 클래스(배당클래스 또는 무배당클래스 여부 포함), 환매대상 주식의 가치나 수, 및 자세한 결제 지
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주주들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환매 신청자의 계정 가치보다 높은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 금액 또는 주식 수에 대하여 환매가 신청된 경우, 해당 주문은 자동적으로 해당 환매 신청자
계정의 주식 전체를 환매하기 위한 주문으로 취급됩니다.
붙임 IV 제28항 내지 제31항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환매는 정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제
붙임 IV 제21항을 전제로 하여, 환매대금 결제는 통상 관련 거래일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에 관련 거래통화로
지급됩니다. 단, 관련 문서(위에서 설명된 문서 및 여하한 관련 자금세탁방지 정보)가 수령되었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 대한 서면 요청에 따라, 환매대급 지급은 명의개서
대리인이 관련 거래통화로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기타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환전은 주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에 대한 환매대금은 주주의 비용 부담으로 주주의 은행계좌에 전신환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유럽연합

내의 은행계좌를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해당 계좌의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및 BIC(은행고유코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도 및 최소 거래 및 보유 금액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감사인의 특별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제22항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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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동 현물환매는 관련 거래일에 평가되며,

현물환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IV의

다.

전환

국내에서의 전환 절차
국내에서의 전환 절차는 제1부의 내용 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전환 절차
주식의 전환
펀드 및 주식클래스 간의 전환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펀드의 동일 주식클래스 간에 보유주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환함으로
써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시장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펀드 클래
스 A를 다른 펀드 클래스 A로 전환). 각 펀드의 거래 주기는 붙임 II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펀드 또는 다른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로의 전환, 동일 주식클래스 내에서 배당주식과 무배당주식
간의 전환, 동일 주식클래스 내에서 헷지된 주식과 헷지되지 않은 주식 간의 전환(가능한 경우)도 허용됩니다.
투자자들은 (i) 매일 거래되는 펀드를 매일 거래되지 않는 펀드로 전환 요청할 경우, 전환매입 및 환매 시 적용
되는 가격은 매일거래되지 않는 펀드의 익 거래일에 산정되는 가격이라는 사실 및 (ii) 매일 거래되지 않는 펀드
를 매일 거래되는 펀드로 전환 요청할 경우, 전환매입과 전환환매에 적용되는 가격은 매일 거래되지 않는 펀드
의 익 거래일에 산정되는 가격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련 통화로 표시되는 영국 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클래스와 이에 상당하는 영국 비
신고 펀드 자격을 가지는 배당주식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영국 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클래스와 영국 비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클래스 간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해당 펀드
에 대한 지분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시 주주가 “해외수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
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투자자산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가 실현한 모든 자본이득(투자자가 영국

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클래스를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자본이득 포함)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자

신의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다른 펀드 주식 간의 전환이 즉각적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법은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투자자들은 각자의 개별상황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조세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는 관련 주식클래스 투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건(제2부 내용 중 ‘6. -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 부분 참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최소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정 주식클래스에 투자하기 위한 적격 투자자의 자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의 비용 구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부과되는 전환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의 재량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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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클래스를 보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전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IV의 제18항 내지 제2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가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주식클래스인 경우, 조건부 이연 판매수
수료 미지급액이 있는 한, 당해 전환신청은 전환이 아닌 환매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전환 시점에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미지급액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특정 주식클래스의 전환 및 투자 및 투자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여하한 주식클래스를 클래스 I, 클래스 J, 클래스 T 및
클래스 X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허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해당 주식클래스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해당 자를 대리하여 주식이 보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자
의 주식 보유로 인하여 해당 자 또는 이 투자회사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거나 여하한 국가, 정보 또는 규제당
국의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전환을 거부하거나, 이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다른 금전적인 문
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하한 국가 또는 감독당국의 증권법 또는 투자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포함).
전환 신청
기명주식의 전환 신청은 통상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신청(이 투자회사가 허용하는 양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단독 재량에 따라 다른
전자통신 방식을 통하여 제출된 개별 전환 신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판매대행회사들은 투자자들이

해당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회사는 동 전환 신청서를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전달합니다.

전환 지시는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 대한 팩스 또는 서면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환 신
청서(또는 동 신청에 대한 확인 서신)에는 주주(들)의 전체 성명(들) 및 주소, 펀드 명칭, 주식클래스(배당클래
스 또는 무배당클래스 여부 포함), 전환대상 주식의 가치나 수, 및 전환하고자 하는 펀드(해당 펀드의 거래통
화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거래통화)가 포함되어야 하며, 영국 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인지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환에 해당하는 펀드들이 서로 다른 거래통화를 가지는 경우, 해당 통화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일 현재
관련 환율로 환전됩니다.
각각 붙임 IV 제28항 및 제31항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전환은 정지 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펀드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펀드로의 전환은 수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환 혜택
일부 판매회사는 당해 판매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에게 해당 주식을 특정 기타 펀드 내의 유사한
비용구조를 가지는 주식으로 교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사가 이와 같은 교환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금융자문인으
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 거래 및 보유 금액
해당 주식클래스 보유분의 일부로서 관련 거래일 현재 가치가 USD1,000 또는 관련 거래통화로 그 등가액 미만
으로 환매, 전환 또는 양도 지시가 주어지는 경우, 또는 동 지시를 따를 경우 해당 주식클래스의 보유분이
USD5,000 또는 그 등가액 미만이 될 경우, 이 투자회사는 동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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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치 및 클래스 D 주식, 클래스 X 주식 및 최초 후속 투자금액이 투자된 이후의 최소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외). 위와 같은 최소 금액은 특정 경우에, 또는 판매대행회사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변경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소 금액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전환 또는 양도의 결과로 주주가 USD5에 상당하거나 그 미만인 금액의 소규모 잔액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와 같은 소규모 잔액을 환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선택한 영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재량을 가집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식의 가격
매일 및 매주 거래되는 펀드의 가격은 거래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Dynamic Diversified Growth Fund(국내 등
록되지 아니함)의 가격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 아침에 산정되어 두 번째 영업일에 공고됩니다.
펀드의 거래통화(들)로 호가됩니다.

가격은 관련

거래통화가 두 가지 이상인 펀드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거래 시점에 거

래통화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펀드의 기준통화가 활용됩니다.
주식의 가장 최근 가격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영업시간 중에 입수할 수 있으며, 블랙록
(BlackRock) 웹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에서 이사회의 재량에 따

라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신문 또는 전자 플랫폼을 통하여 공시됩니다. 이 투자회사는 가격의 공고 또는 비
공고와 관련한 오류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의 과거 거래 가격은 펀드회계담당회
사(Fund Accountant)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주 1)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주당 순자산가치가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공휴일)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국내의 경우 각 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해당되는 경우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시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붙임 IV의 제12항 내지 제1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 1) 투자자께서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판매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주식 매입에 대하여 해당 주식의 가격에 추가로 클래스 A 주식 및 클래스 D 주식의 경우 최대 5%의 선취판
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 수수료는 주 판매회사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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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해당 주식이 1년 이상 보유되지 않은 이상, 모든 펀드의 모든 클래스 C 주식 및 붙임 II 부분에 명시되는 다
른 펀드의 환매 시, 환매대금으로부터 1%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가 차감 및 지불됩니다. 이사회는 과도
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모든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재량에 따른 환매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C 주식(및 해당되며 붙임 II에 명시되는 기타 주식클래스들)의 환매 시, (i)

거래일에 환매된 주식의 가격, 또는 (ii) 주주가 환매주식 또는 해당 주식을 전환하거나 교환하기 이전의 주식
을 최초 매입하였을 때 지불한 가격(각 경우 모두 환매주식의 거래통화로 산정)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관련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 재투자로 인하여 파생된 클래스 C 주식(및 해당하는 경우 및 붙임 II 부분에 명시된 경우 기타 주식
클래스)의 환매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는 (a) 환매된 주식 및 (b) 전환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이 파생된 원 주식
(있는 경우)이 여하한 펀드 내에서 보유된 총 기간인 “관련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련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환매된 주식에 대하여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C 주식(및 해당되며 붙임 II 부분에 명시되는 기타 주식클래스들)의 전체 보유분 중 일부 주식만이 환
매되는 경우, 배당금 재투자를 통하여 취득된 주식이 우선 환매되며, 환매주식이 서로 다른 시점에 취득된
클래스 C 주식(및 해당되며 붙임 II 부분에 명시되는 기타 주식클래스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먼저 취득
된 주식이 우선 환매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가능한 한 가장 낮은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환매주식이 원래 매입된 주식(또한 환매주식이 전환 또는 교환되기 전의 유사한 주식)과 다른 거래통화를 가
지는 경우,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후자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은 환매 거래일의
현물환율에 따라 환전됩니다.
관련 판매대행회사는 그의 재량에 따라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를 면제 또는 삭감할 수 있으며, 클래스 C 주식
(및 해당되며 붙임 II에 명시되는 기타 주식클래스들)을 매입한 이후 미국인에 해당하게 되어 주식을 환매하도록
요구되는 주주들(붙임 IV의 제4항 참조)에 대하여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가 면제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전환수수료
특정 판매대행회사는 전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는 지나치게 빈번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전환수수
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IV의 제18항 내지 제2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설명서의 제2부 내용 중 ‘11. 가. - 과도한 거래 방침(Excessive Trading Policy)’ 부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어떠한 주주가 과도한 거래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
우,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주주의 환매대금에 대하여 최대 2%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
환매수수료는 펀드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며, 동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주주들은 거래확인서를
통하여 통지 받습니다. 동 수수료는 여하한 관련 전환수수료 또는 이연판매수수료에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보관보수
보관회사는 각 펀드와 관련한 보수를 수령합니다. 동 보수는 각 펀드에 적용되는 보관 및 거래 경비에 대한
대가로서 보관회사에게 지급됩니다. 동 보수는 해당 펀드의 운용자산 가치 및 거래규모에 따라 각 펀드 별
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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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가 작은 펀드(매월 500건 미만의 거래)의 경우, 매일 발생하는 보관 보수의 범위는 연 0.005% 내지
0.40%이며, 거래 보수의 범위는 거래 당 USD7 내지 USD125입니다.
거래규모가 큰 펀드의 경우, 보관회사는 보관 및 거래 보수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관회사는 각 펀드
의 운용자산 가치 및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보수를 수령합니다. 동 보수는 각 펀드의 운용자
산에 대하여 1bp 내지 20bp1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펀드가 ‘중간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매
월 501 내지 1,500건의 거래)’, ‘높은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매월 1,5000건 이상의 파생상품 거래)’ 또는 ‘아주 높
은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매년 100,000건 이상의 거래)’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각 펀드에 대하여 최소 연간 보수가 적용됩니다. 동 최소 연간 보수는 낮은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 전체
에 대하여 USD30,000, 중간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 각각에 대하여 USD100,000, 높은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 각
각에 대하여 USD150,000, 및 아주 높은 수준의 거래규모 펀드 각각에 대하여 USD230,000로 설정될 것입니다.
각 펀드의 거래규모는 각 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펀드의 통합 보관 경비는 여하한 시기의
자산 배분 및 거래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펀드와 관련하여 각 12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보관회사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수는 연차보고서에 명시되며,
이러한 수수료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보수는 이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환불(Rebate)
주 판매회사는 이 투자회사에 의존하거나 이 투자회사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 판매회사 자신의 단
독 재량에 따라 여하한 선취판매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여하한 투자자 또는 동 투자자
의 판매대행회사, 수권 중개인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주식의 매입, 환매 또는 보유와 관련하여 주식 보유분
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하여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 판매회사 및 블랙록 그룹(BlackRock
Group) 내 계열사의 이사 및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할인 포함).
여하한 연간 운용보수 또는 판매대행보수에 대한 환불은 붙임 II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 펀드의 연간 운용보수
또는 판매대행보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동 보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불액의 조건은 주 판매회사 및 관련 투자자 간에 수시로 합의됩니다. 관련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
는 유치한 고객들에게 주 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수령하는 연간 운용보수 환불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

한 주주들이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 판매회사가 주주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수권 중개인에게 주식
보유분과 관련하여 지불한 환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불액은 집
합투자업자 및 주 판매회사가 이 투자회사로부터 해당 자들의 보수 및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국 감독당국의 소매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적정성 검토(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결과, 집합투자업자나
주 판매회사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개인적 권유에 따라 투자한 영국 개인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이
나 보유와 관련하여 수권 중개인이나 제3자 판매대행회사 또는 대리인에게 최초/리뉴얼 커미션 또는 운용보
수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판매 중단(Closures)
펀드에게 배분된 비용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에 해당 펀드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이사회는 미상환 비용의 처
리 방식을 결정하며, 적절한 경우 미상환 비용을 해당 펀드의 청산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2016년 8월 22일부터, 동 보수는 각 펀드의 운용자산에 대하여 1bp 내지 25bp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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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시간이 지나면서, 위와 같이 요약된 서로 다른 비용 구조로 인하여, 동일한 시기에 매입된 동일 펀드 내의
서로 다른 주식클래스 주식이 상이한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자
의 주식과 관련하여 판매대행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는 다음을 수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

발행된 클래스 A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최대 5%의 선취판매수수료(부과되는 경우).

-

발행된 클래스 D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최대 5%의 선취판매수수료(부과되는 경우).

-

환매에 대한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

주식클래스의 과도하게 빈번한 전환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붙임 IV의 제20항 참조)

-

판매대행보수.

주 1) 국내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판매수수료 정보에 대해서는 제1부 내용 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정보에 대해서는 ‘[붙임 1] 펀드의 재무정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운용보수
이 투자회사는 붙임 II에 기재되는 연 요율로 운용보수를 지불합니다.

운용보수 수준은 투자자가 매입하는

펀드 및 주식클래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보수는 매일 발생하며, 관련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반을 두며,
월별로 지불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 보수를 포함하여, 특정 경비 및 보수가 운용보수로부터 지불됩니다.
성과보수
추가적으로, 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되는 기타 보수 및 비용에 더하여 각 펀드의 각 주식클래스로부터 성과보
수가 지불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각 평가일에 발생하며, 붙임 VI에 더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주

당 순자산가치 수익률 중 관련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백분율(붙임 II에 명시되는
바와 같이, 관련 펀드에 적용되는 바에 따름)에 상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
부서 및 이 투자회사 등록사무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보수
붙임 II에 명시되는 바와 같이, 이 투자회사는 연간 판매대행보수를 지불합니다.

판매대행보수는 매일 발생

하며, 관련 펀드 순자산가치(해당되는 경우, 붙임 IV 제17.3항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관련 펀드 순자산가치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함)에 기반을 두며, 월별로 지불됩니다.
증권대여보수
증권대여대리인인 BlackRock Advisors (UK) Limited는 그의 활동과 관련한 보수를 수령합니다. 동 보수는 해당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의 37.5%를 초과하지 않으며, 모든 운영경비는 블랙록(BlackRock)이 부담합니다.
연간 서비스 보수(Annual Service Charge)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연간 서비스 보수를 지불합니다.
연간 서비스 보수 수준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집합투자업자가 동의하여야 함), 여러 펀드
및 이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클래스에 따라 다른 요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 및 집합투자업
자는 현재 지불되는 일반사무관리보수가 연 0.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비스 보수는 매일 발생하며, 관련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에 기반을 두며, 월별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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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서

이사회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 펀드의 계속적인 비용이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매
입할 수 있는 유사한 투자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펀드의 시장 부문
및 유사 투자상품과 비교하였을 때의 해당 펀드 성과와 같은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연간 서비스 보수의 요율
을 설정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회사가 발생시킨 모든 고정 및 변동 운영 및 일반사무관리 경비와 비용(보관보수, 판
매대행보수, 증권대여보수 및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보수(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지불되어
야 하는 여하한 약정수수료 포함) 및 원천징수세 상환청구와 관련한 여하한 전문가 경비와 이에 대한 여하한
세금과 이자 및 이 투자회사 수준에서의 여하한 세금은 제외함)을 지불하기 위하여 연간 서비스 보수를 활용
합니다. 차입에서 발생하는 약정수수료와 원천징수세 상환청구와 관련한 비용은 해당 펀드들 간에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운영 및 일반사무관리 비용에는 모든 제3자 비용 및 수시로 이 투자회사가 발생시켰거나 이 투자회사를 대
리하여 발생된 기타 회수 가능한 경비(펀드 회계 보수, 명의개서대리인 보수(하위명의개서대리인 보수 및 관
련 플랫폼 거래 수수료 포함), 모든 전문인 경비(자문, 법률, 조세자문 및 감사 보수 등), 이사보수(블랙록 그
룹(BlackRock Group)의 직원이 아닌 이사회에 대한 보수), 출장비용, 합리적인 현금지급비용, 주주보고와 관
련한 인쇄, 출반, 번역 및 기타 모든 경비, 감독당국 보고 및 라이선스 수수료,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및 기
타 은행 수수료,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비용, 투자자서비스팀의 운영 경비 및 비용과 다양한 블랙록 그룹
(BlackRock Group) 회사들이 제공하는 기타 글로벌 일반사무관리 서비스 비용 포함)가 포함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계속적인 비용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에 따라, 집
합투자업자는 그에게 지불되는 연간 서비스 보수 중 여하한 기간 동안 이 투자회사가 발생시킨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여하한 기간 동안 이 투자회사가 발생시킨 경비 및 비용

중 집합투자업자에게 지불된 연간 서비스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또다른 블랙록 그룹
(BlackRock Group) 회사가 부담합니다.
리서치 비용
“MiFID II”로 불리는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EU 지침(2014/65/EU)에 의거하여 2018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될
새로운 규칙에 따라, BlackRock 그룹사는 MiFID II에 영향을 받는 펀드(“MiFID II 영향 펀드”)의 외부 리서치
비용을 더 이상 고객 거래 수수료를 통해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당사의 자산으로 리서치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MiFID II 영향 펀드들은 BlackRock
Group MiFID 회사를 투자운용사로 지정하거나, 해당 회사가 투자운용을 해외 계열사에 위임한 경우를 말합
니다.
제3국(즉, 유럽연합 이외)에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BlackRock 그룹사의 해외 계열사를 직접 지정한 펀드
들은 MiFID II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계열사의 해당 관할권에서 외부 리서치를 규율하는 현지
법 및 시장 관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외부 리서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해당 펀드 자산에서 충당될 수 있
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펀드

리스트는

요청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또는

BlackRock의

웹사이트

(https://www.blackrock.com/international/individual/en-zz/mifid/research/bsf)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BlackRock 그룹 펀드가 아닌 펀드는 외부 리서치에 대해 외부 운용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BlackRock 그룹사의 방식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법 및 시장 관행
에 따라 거래 수수료와 함께 리서치 수수료를 수금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리서치 비용이
펀드 자산에서 충당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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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 (2020년 12월 31일 기준)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종류
클래스 A2

클래스 D2

클래스 X2

(단위:원)
10년

투자기간

1년

2년

3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06,958

622,122

848,0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6,233

518,661

689,2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725

60,936

93,708

164,249

373,8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8,697

584,876

790,8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7,972

481,415

632,029

956,228

1,919,6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00

16,810

25,851

45,310

103,1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5,509

557,976

749,5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0,436

404,853

514,492

750,489

1,451,8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75

23,114

35,544

62,301

141,8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5,508

415,199

530,375

778,292

1,515,0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2,030

346,915

425,545

594,795

1,097,7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년

1,334,341 2,779,477
해당없음

해당없음

1,056,316 2,147,252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종류
클래스 A2

클래스 D2

클래스 X2

(단위:원)
10년

1,234,252 2,551,876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종류
클래스 A2

클래스 D2

클래스 X2

(단위:원)
10년

1,161,966 2,387,497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종류
클래스 A2

클래스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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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10년

종류
클래스 X2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125

10,506

16,157

28,319

64,4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9,712

586,945

794,0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8,987

483,484

635,206

961,788

1,932,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00

16,810

25,851

45,310

103,1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종류
클래스 A2

클래스 D2

클래스 X2

(단위:원)
10년

1,239,813 2,564,520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종류
클래스 A2

(단위:원)
10년

투자기간

1년

2년

3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29,014

515,593

711,5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년

1,133,192 2,386,3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2,730

359,800

472,225

714,218

1,433,352

클래스 D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25

18,911

29,082

50,974

116,031

클래스 X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위 도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OCF)을 판매
수수료율과 총 보수∙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시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OCF)은 일정
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율인
2%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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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배당 방침
이사회의 현재 배당 방침은 모든 순수입(배당주식클래스에 귀속되는 수입 제외)을 보유하고 재투자하는 것입
니다. 배당주식클래스와 관련한 배당 방침은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투자수입(있는 경우)의 실질적 전부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는 순실현 자본이득 및 순미실현 자본이득을 배당금
에 포함시킬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식클래스가 순실현 자본이득 또는 순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비용을 포함한 수입을 분배하는 펀드의 경우, 배당금은
최초 납입 자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분배된 배당금은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
와 관련하여 자신의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펀드가 영국 신고 펀드의 지위를 가지며, 신고된

수입이 배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수입으로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투자자의 과세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는 통상 제2부 내용 중 ‘6. -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 부분에 설명되는 펀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회는 그의 재량으로 위와는 상이한 배당금 지급 주기를 갖는 배당주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 이외의 배당금 지급 주기 및 그 실시일은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 및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
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펀드 내에서 발생하였거나 각 주식에 귀속되는 순수익(또는 배당(G)주식 및 배당(S)주식의 경
우 총수익)의 수준을 지키기 위하여 수익의 균등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당해 회계기간 동
안의 주식의 발행, 전환 또는 환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회계기간 동안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매입대금에는 마지막 배당일 이후에 발
생한 순수익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M)주식, 배당(S)주식, 배당(Q)주식 또는 배
당(A)주식의 경우 주식 매입 이후 투자자가 최초로 수령하는 배당금에는 자본금 환급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무배당주식은 수입을 분배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와 동일한 방식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회계기간 동안에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배당(M)주식, 배당(S)주식, 배당(Q)주식 또는 배당(A)
주식의 환매대금에는 마지막 배당일 이후에 발생한 순수입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G)주식

및 배당(S)주식의 경우, 수익의 균등화는 펀드의 총수익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무배당주식은 수입을 분배하
지 않으며, 따라서 위와 동일한 방식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 균등화 조치를 취하는 펀드 목록 및 배당(M)주식, 배당(S)주식, 배당(Q)주식 및 배당(A)주식의 일일 가
격에 포함되는 수입 요소는 요청시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산정
각 배당주식클래스에 대한 산정방법은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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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배당(D)주식

배당금은 해당일 현재 기발행 주식수에 대하여, 매일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
액에 기반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월별 누적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수 및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날짜
수에 기반하여 분배됩니다. 배당(D)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입일로부터 환매일
까지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배당(M) 주식

배당금은 해당 배당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기반하여 월별로 산
정됩니다.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월말 현재 보유 중인 주식수에 기반하여 분배됩니다.

배당(S)주식

배당금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기간(동 기간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함) 동안 주주
들에게 일관된 월별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의 예상 총수입
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배당금에는 순실현 및 순미실현 자본이익의 분배금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배당금은 매월 산정되며, 주주들에게 월말 현재 보유 중인 주식수에 기반하여 분배됩니다.

배당(Q) 주식

배당금은 해당 배당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기반하여 분기별로
산정됩니다.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수에 기반하여 분배됩니다.

배당(A)주식

배당금은 해당 배당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기반하여 매년 산정
됩니다.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연말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수에 기반하여 분배됩니다.

배당(G)주식이 발행된 경우, 위의 표에 모든 배당(S)주식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용을 합산
한 수입이 분배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산정 방법이 개정됩니다.
배당금의 선언, 지불 및 재투자
아래 표는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배당금 선언 및 지급과 재투자절차를 설명합니다.
배당주식*
배당(D)주식

배당(M)주식
배당(S)주식

배당(Q)주식

배당(A)주식

선언

지급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해당 선언일로부터 1개월 이내
펀드의 거래통화(들)로 선언 에, 종전 선언일 이후 기
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지급

배당금 자동재투자

주주들이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
에게 서면으로 또는
매입신청서를 통하여
선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달리 요청하지 않는
에, 선언일 직전 영업일 이상, 배당금은 동일한
펀드 내의 동일한 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식클래스의 동일한 형
등재된 자에게 지급
태의 추가적인 주식에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 선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적으로 재투자됩
니다.
일 및 12월 20일(단, 해당일 에 주주들에게 지급
은 영업일이어야 하며, 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
업일)에 선언

지급 방법
배당금(주주가 각 지
역의 투자 서비스 담
당부서에게 통지하였
거나 매입신청서에 명
시한 경우)은 전신환
을 통하여 주주가 선
택한 거래통화로 주주
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불되며, 해당 주주
의 비용으로 지불됩니
다(기초 투자자가 그
의 판매대행회사와 달
리 합의한 경우는 제
외함).

매 회계연도의 마지막 영업 선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에 해당 펀드의 거래통화 에, 선언일 직전 영업일
(들)로 선언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지급

* 이 표에 설명되는 선택권은 영국 신고 펀드의 자격을 가지는 주식의 각 주식클래스(들)에 대하여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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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재투자를 통하여 발행된 각 배당A 또는 배당C클래스 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투자된 배당금은 거의 모든 관할권에서 조세 목적상 주주들이 수령한 수입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문조세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1)

룩셈부르크에서의 과세

과세
아래는 현행 법 및 관행에 따른 요약 내용이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공되는 정보는 완전한
정보가 아니며, 법률 또는 조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 딜러, 보험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
정 주주들은 달리 과세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시민권을 가지거나, 거주하거나, 정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 주식 매입 신청, 매입, 보
유, 환매, 전환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조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투자자의 전문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현행 룩셈부르크 법 및 관행에 따라, 이 투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룩셈부르크 소득세, 부유세 또는 자본이
득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이 투자회사가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룩셈부르크 원천징수세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투자회사의 클래스 A 주식, 클래스 AI 주식, 클래스 C 주식, 클래스 D 주식, 클래
스 DD 주식, 클래스 E 주식, 클래스 H 주식, 클래스 S 주식, 클래스 U 주식 및 클래스 Z 주식에 대하여서는
룩셈부르크에서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연 0.05%의 세금이 과세되며, 클래스 I 주식, 클래스 IA 주
식, 클래스 J 주식, 클래스 T 주식 및 클래스 X 주식에 대하여서는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연
0.01%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각 경우 모두, 관련 분기말 각 클래스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주식 발행에 대하여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인지세 또는 기타 세금도 납부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I 주식, 클래스 IA 주식, 클래스 J 주식, 클래스 T 주식 및 클래스 X 주식의 경우,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및 후속 투자자가 가입하는 시점에 이 투자회사가 인지하는 룩셈부르크 법, 규제 및 과세 규정에 따라
0.01%의 경감세율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관할 당국은 수시로 기관투자자의 지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율은 그러한 해석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이 투자자의

지위를 재분류하는 경우, 모든 클래스 I, 클래스 IA, 클래스 J, 클래스 T 또는 클래스 X 주식(경우에 따름)에
대하여 0.0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01%의 세율 혜택은 단기금융펀드 또는 단기채권펀드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이 투자회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유효한 세법에 따라, 주주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자본이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유산세,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도 받지 않습니다(단,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지는 자는 제외). 비거주자인 주주가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1년 1월 1일자로부터 실현한 자본이득에 대하여서는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현행 과세 규정에 의거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경감되지 않는 한 비중국 세무상 거주자기업에게 지급
된 중국내 원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4년 11월 14일에 중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의 승인으로 행하는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공동으로 Circular 79를 공포하였으
며, 이에 따라 QFII들과 QFII들의 2014년 11월 17일 이후 주식 거래와 기타 지분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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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됩니다. 이어 후강퉁(Stock Connect)을 통한 A-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Circular 81과 Circular 127가 공포되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들이 사전 고지 없이 장래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펀드에 대한 A 주
식의 판매로 실현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세금 면제 조치가 철회되면 관련 펀드의
A-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펀드가 직접 부담하거나 간접적으로 펀드에 전가될 수 있으며 순자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의 펀드 주식
의 매입/청약 및/또는 판매/환매 시기에 따라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들이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2016년 5월 1일부터 비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거래이익
을 포함하여 관련 펀드에게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는 현재 QFII와 RQFII 상품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후강퉁(Stock Connect)에서 거래되는 A-주식과
중국 은행간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의 거래에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와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채권퉁(Bond Connect)에 대해서는 특정 과
세 원칙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채권퉁에 대한 특정 과세 원칙이 없다면 기존 중국 국내 세무 법령에 따
라 과세 취급됩니다.
중국 세법상 변동, 그에 대한 장래 해명 및/또는 이후 중국 과세당국의 소급 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펀드 에
게 중대할수 있는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조세 채무에 대한 준비금 유보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조세 채무 준비금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고시에서 중국 정부가 보다 명확히 해명하는 경우 그 재량으로 수시로 장래 조세 채무
준비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FATCA 및 기타 해외보고시스템
국제 조세 법률준수의 개선 및 FATCA의 시행을 위한 미국-룩셈부르크 간 협약(“미국-룩셈부르크 IGA”)이 체
결됨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이는 FATCA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비미국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또는

“FFI”)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자금 수령인에게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또는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또는
미국 자산에 대하여 지급된 특정 금액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보고 제도 입니다.

미국-룩

셈부르크 IGA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보고금융기관”)은 미국 계좌주에 대한 특정 정보를 룩셈부르크 국세청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ACD”)(ACD는 동 정보를 미국 조세당국에게 제공함)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됩니다. 이 투자회사는 이러한 목적상 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회사는 직접 및 간접적(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인 미국 주주에 대한 특정 정보를 ACD(ACD는 동 정
보를 미국 조세당국에게 제공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며.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됩니다. 이 투자
회사 및 집합투자업자는 미국-룩셈부르크 IGA에서 정하는 보고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 투자회사가 FATCA를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가 FATCA를 준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FATCA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또는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또는 미국 자
산과 관련하여 이 투자회사가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할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동금융계좌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위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회사는 이러한 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지에 소재하는 직접 및 간접적(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주에 대한 특정 정보를 ACD(ACD는 동 정보를 해당 조세당국에게 제공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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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고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투자회사의 주주들은 특정 정보를 이 투자회
사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미국인의 펀드 수익권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IV의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세금 규정
집합투자업자는 이하의 펀드들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자부터 독일투자세금법(German Investment Tax Act)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에 따라) ‘주식형 펀드’ 또는 ‘혼합형 펀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날짜로 이 투자설명서의 여타 다른 조항(제2부의 내용 중 ‘8. 투자제한’ 포함)에
도 불구하고:
(a)

다음의 각 펀드(“주식형 펀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투자세금법 제2조 제8항에서 정의된 주식에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직접 투자합니다.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BlackRock Systematic ESG World Equity Fund)

(b)

다음의 각 펀드(“혼합형 펀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투자세금법 제2조 제8항에서 정의된 주식에
총자산의 최소 25% 이상을 지속적으로 직접 투자합니다: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Moderate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BlackRock Managed Index Portfolios – Growth (국내 등록되지 아니함)

펀드들의 “총자산”은 각 펀드의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각 펀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독일투자세금법 제
2조 제9a항의 첫 번째 문장(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업행위, 매입/환매, 지수 재조정 및 시장 움직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펀드가 상기 명시된 주식 투자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들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증권대여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주식 투자 기준에 대여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백분율 수치 목적상,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독일투자세금법의 제2조 제8항에 따라 “주식
(Equities)”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주식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거나 정규시장(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공개된 시장으로서 적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2.

부동산회사가 아니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주식:
a.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회사들에 적용
되는 소득세를 적용받고 면세 대상이 아닌 회사; 또는

b.

여타 국가에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 받고 면세 대상이
아닌 회사,

3.

주식형 펀드 출자지분 가치의 51% – 또는, 주식형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 조건에서 더 높은 최소 주식
투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식형 펀드 출자지분 총 가치에 대해 해당되는 더 높은 비율 – 에 해
당하는 주식형 펀드(그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주식으로
고려되는 주식형 펀드의 펀드 출자지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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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형 펀드 출자지분 가치의 25% – 또는, 혼합형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 조건에서 더 높은 최소 주식
투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혼합형 펀드 출자지분 총 가치에 대해 해당되는 더 높은 비율 – 에 해
당하는 혼합형 펀드(그 총자산의 25% 이상을 지속적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주식으로 고
려되는 혼합형 펀드의 펀드 출자지분.

상기 기재된 투자 기준 산정 목적상, 펀드들은 각 평가일에 발표되는 투자대상 펀드들에 적용되는 실제 주식
쿼터 또한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는 매주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백분율 수치 목적상,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독일투자세금법의 제2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는 “주식(Equities)”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파트너십이 스스로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파트너십 주식,

2.

독일투자세금법 제2조 제9항의 여섯 번째 문장에 의거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회사들의 주식,

3.

회사들이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러한 회사들의 주식. 단, 분배금에 대
해 최소 15%의 세금이 부과되고 투자펀드가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주식:
a.

그 소득이 1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사 주식으로부터 파생되고 상기 2번의 a. 또는 b.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 또는

b.

참여 지분의 가치가 회사들의 시장가치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기 2번의 a. 또는 b.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들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위 내용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관련 독일 세법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수치들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독일투자세금법의 (경우에 따라) 제2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주
식형 펀드” 또는 “혼합형 펀드” 지위를 획득하는 펀드들이 불러올 영향에 관하여 각자의 조세 자문인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항
이 투자회사가 투자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배당금 및 이자는 동 배당금 및 이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징수
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투자회사 자체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동 원천징수세는 일반적으로 회수
가 불가능 합니다. 단, 최근 유럽연합 판례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세금의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시민권, 거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식을 매입 신청, 매입, 보
유, 환매, 전환 또는 매각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조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숙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
문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세금의 수준, 근거 및 감면 정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야 합니다.
현행 룩셈부르크 세법에 따라, 이 투자회사나 그의 지급대리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 2014년 11월 25일자 법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원천징수
세 제도 대신 저축소득과세(“EU 저축지침”)에 대한 이사회 지침 2003/48/EC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제도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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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습니다.

자동으로 교환되는 정보는 실질 소유자의 신원과 거주지, 지급대리인의 명칭/상호와 주소지,

실질 소유자의 계좌번호 또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증서(debt claim)에 대한 정보, 및 발생한 이자 또는 기
타 유사수익의 총액과 관련합니다.
유럽연합은 2016년 1월 1일(오스트리아의 경우 2017년 1월 1일)로부터 EU 저축지침을 폐지하는 지침을 채
택하였습니다(각 경우 모두 경과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한민국에서의 과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이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 또는 전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
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
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1) 참고로,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된 펀드의 promoter는 자본시장법상 발기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발기인은 아니므로 투자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1) 이 투자회사의 경우 국내 투자회사가 선임하는 감독이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본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 권한
중앙은행이 정하는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사회는 금전을 차입하거나 이 투자회사의 사업, 재산 또는 이들의
일부를 저당 설정 또는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이 투자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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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가.

요약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는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에 대하여는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해당사항 없음

개방형 투자회사이므로 계속 변동

해당사항 없음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이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 완납 주식으로 표창되며 언제라도 이 투자회사 펀드들의 순자산 총액과 동
일합니다. 이 투자회사 자본금 변동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연평균 수익률에 대한 사항은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에 대한 사항은 붙임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한 사항은 붙임 I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예: 업종, 국가,
신용도, 만기 등)에 따른 최근 반기말 기준 구성현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투자가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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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BlackRock (Luxembourg) S.A.

주소 및 연락처

35 A, avenue J.F. Kennedy, L-1855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나.

주요 업무

펀드의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 of the Funds)
운용
이사들은 이 투자회사의 전반적인 투자방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투자회사는 BlackRock (Luxembourg) S.A.를 집합투자업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2010년 법
제15장에 따른 펀드운용회사로 인가 받았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회사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탁받았으며 이 투자회사의 투자운용, 일반사무관리 및 마켓팅과 관련한 모든 운영 활동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책임을 담당합니다.
이 투자회사의 동의를 얻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술된 바와 같은 일부 업무를 위탁하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방침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부합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침과 관행을 정하고 있습
니다. 보수 및 수당 산정방식 및 보수위원회(있는 경우)의 구성 등 이를 부여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개인의 선정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 자세한 최근 보수방침은 웹사이트 www.blackrock.com의 “모든
문서(All documents)” 중 개별 펀드 상품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사본은 요청 시 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사무소에서 무료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천 EUR)
요약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2019.12.31.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8.12.31.

유동자산

1,188,717

자기자본

153,697

유동부채

1,035,020

174,241 법인세

총자기자본과 부채

1,188,717

328,790 당기 이익

2019.12.31.

2018.12.31.

328,790 수익

65,990

68,057

154,549 세전 수익

53,904

54,375

(773)

(351)

53,131

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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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21년 2월 28일 현재)

하위펀드 명칭

운용규모 (단위: 백만)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기준통화

USD 689

USD

USD 4,990

USD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USD 292

USD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USD 296

USD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USD 33

USD

USD 1,571

USD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하위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회사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업무를 투자자문회사들에게 위탁하였습니다. 투자자문회사들은 주식과 업종 선정 및
전략 배분에 관한 자문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자자문회사들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회사의 제
반 투자거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상 투자자문회사들에 대한 언
급은 하나 이상의 투자자문회사들을 의미합니다.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는 BlackRock 그룹의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주요 운영 자회
사입니다. 동 회사는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규제를 받습니다. 단, 이 투자회사는 FCA 규
정에서 정하는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의 고객(customer)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FCA 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아니합니다.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는 일부 업무를 BlackRock Japan Co., Ltd.,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BlackRock Asset Management North Asia Limited(“BAMNA”) 에게
위탁하였습니다.
BlackRock Institutional Trust Company N.A.는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의 규제를 받습니다.
BlackRock Financial Management, Inc.는 일부 업무를 BlackRock Japan Co., Ltd.,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및 BAMNA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들은 (해당하는 경우) 인가 혹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BlackRock Japan Co., Ltd.는 일
본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의 규제를 받습니다.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로부터 호주금융
투자업자 인가를 받았습니다. BAMNA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of Hong
Kong)의 규제를 받습니다.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
제를 받습니다. BlackRock Multi-Manager Alternative Strategies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함)와 관련해서는
BlackRock Financial Management, Inc.는 일부 업무를 외부 하위자문사들에게 위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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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들 및 이의 하위자문사들은 블랙록 그룹의 최종 지주회사인 BlackRock, Inc.의 간접적인 운영자
회사들입니다. 투자자문회사들과 이의 하위자문사들은 블랙록 그룹에 속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감사인
Deloitte Audit S.a.r.l
20, Boulevard de Kockelscheuer, L-1821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보관회사)

회사명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 Luxembourg Branch

주소 및 연락처

49, avenue J.F. Kennedy, L-1855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명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 Luxembourg Branch

주소

49, avenue J.F. Kennedy, L-1855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주요 업무

보관, 펀드회계, 순자산가치 결정 및 관련 업무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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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정관은 주주총회에 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이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회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여타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통지는 등록주주들에게 발송되며 (법 상 필요한 경우)
이사들이 정하는 신문과 룩셈부르크 관보 (RESA)을 통해 공고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해당사항 없음
나.

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장부·서류의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V의 2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V의 1.9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판관할

국내고객과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국내고객과 국내판매대행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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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1)

청약철회권

국내판매대행회사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
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또
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서면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한 투
자자는 그 사실을 국내판매대행회사에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투자자로부터 이미 받
은 금전·재화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①항 2호 가목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
난도금융투자상품”에만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 바, 본 펀드는 별도의 모집기간이 없으므로 청약철회권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
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숙려기간

국내판매대행회사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받
고 펀드의 청약 또는 주문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V의 1.9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이 투자회사의 회계기간은 매년 5월 31일에 종료합니다. 이 투자회사 및 각 펀드에 대한 감사필 재무제표를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는 해당 회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수할 수 있습니다. 미감
사 반기보고서는 해당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무 보고서의 사본은 요
청 시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주주들에게는
연 2회 개별 계좌명세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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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장부 및 서류

기타장부 및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5부 내용 중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2)

수시공시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수시공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집합투자업자, 각 하위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 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
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또는 그러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배우자
(통칭, “이해관계인”)는 펀드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가로) 이행되는 거래인 경우에만 자신을 위하여 펀드의 자산에 대하여 펀드
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블랙록 그룹 내의 관계와 PNC 그룹과의 이행상충 및 관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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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 투자 관련 해당 국 규제를 준수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가.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일괄신고서 본문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국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및 등록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CSSF)의 감독을
받습니다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이 투자회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룩셈부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1)

과세 처리에 관한 사항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 관리에 관한 사안

해외에서의 환의 관리: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국적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청약, 매입, 전환, 환매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것과 관련한 가능한 과세 결과, 외환규제 또는 외환 요건
에 대하여 스스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환의 관리: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 환매 및 전환과 관련된 환의 관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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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 하위펀드 정보
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stitutional Trust Company N.A.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1.50%

0.54%

2.04%

20.00%

클래스 D2

1.00%

0.54%

1.54%

20.00%

클래스 X2

0.00%

0.29%

0.29%

2020.5.31
대차대조표

1,317,587,825

1,485,469,310

1,309,840,494

부채

380,445,314

244,573,150

375,235,742

937,142,511

1,240,896,160

2020.5.31
기초순자산

664,750,490

82,608,768

96,989,604

59,906,270

상환후 총비용

107,050,599

120,408,844

100,565,834

순투자이익/(손실)

(24,441,831)

(23,419,240)

(40,659,564)

당기순이익/(손실)

6,787,239

(47,358,718)

112,195,313

364,435

(71,395,902)

48,543,510

937,142,511

1,240,896,160

기말순자산
기초 주식수

발행 주식수

934,604,752

환매 주식수

기말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497,634

304,775

449,148

353,261

클래스 D2 (D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857,994

249,903

679,675

428,222

클래스 X2 (X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101,926

35,458

43,224

94,160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시장가치
(2020.5.31자로
순자산의 %
종료되는 회계연도)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8.5.31

934,604,752

순자산증감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934,604,752

2019.5.31

1,240,896,160

이익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8.5.31

자산

순자산

손익계산서

-

2019.5.31

보통주

채권

양도성예금

기업어음

기타 순부채

850,885

280,213,309

93,452,524

560,880,772

1,745,021

0.09%

29.90%

9.97%

59.85%

0.19%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0.09%

-5.38%

-2.20%

-0.25%

1.07%

2.82%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0.97%

클래스 D2

0.22%

-5.15%

-1.71%

0.26%

1.49%

1.74%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1.35%

클래스 X2

0.54%

-4.54%

-0.44%

1.85%

3.24%

4.51%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1.02%

수익률 변동성(%)

1.71%

1.65%

1.62%

1.69%

1.67%

1.8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래스 A2

-1.17%

4.89%

0.56%

2.19%

-2.84%

LIBOR 3 Month Index

0.66%

1.11%

2.08%

2.60%

1.08%

클래스 D2

-0.63%

5.19%

1.10%

2.71%

-2.35%

LIBOR 3 Month Index

0.66%

1.11%

2.08%

2.60%

1.08%

클래스 X2

0.85%

7.17%

3.52%

4.03%

-1.08%

LIBOR 3 Month Index

0.66%

1.11%

2.08%

2.60%

1.08%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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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1.50%

0.36%

1.86%

20.00%

클래스 D2

1.00%

0.36%

1.36%

20.00%

클래스 X2

0.00%

0.08%

0.08%

-

2020.5.31
대차대조표

2019.5.31

자산

3,469,740,463

2,398,932,713

1,523,374,178

부채

120,483,896

176,189,046

143,532,409

3,349,256,567

2,222,743,667

1,379,841,769

순자산

2020.5.31
기초순자산

손익계산서

2019.5.31

2,222,743,667

1,379,841,769

358,838,226

79,500,426

56,864,020

21,705,073

상환후 총비용

97,973,372

68,408,431

22,439,337

순투자이익/(손실)

(18,472,946)

(11,544,411)

(734,264)

당기순이익/(손실)

(64,068,901)

61,092,303

22,844,841

순자산증감

29,613,449

11,845,714

(453,888)

기말순자산

3,349,256,567

2,222,743,667

1,379,841,769

환매 주식수

기말 주식수

138,935

387,353

89,174

437,114

클래스 D2 (D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1,038,428

1,167,867

728,659

1,477,636

클래스 X2 (X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7,443

52,207

28,090

31,560

보통주/우선주
및 권리

채권

양도성예금

기업어음

기타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기타 순자산

302,224,224

568,673,077

497,882,893

1,836,679,568

9,790,865

134,005,940

9.02%

16.98%

14.87%

54.84%

0.29%

4.00%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3.72%

5.30%

7.21%

5.91%

5.08%

4.81%

클래스 D2

3.82%

5.52%

7.62%

6.35%

5.48%

5.21%

클래스 X2

4.94%

7.35%

10.57%

8.83%

7.95%

7.6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84%

0.64%

2.49%

1.57%

1.32%

1.31%

벤치마크
수익률 변동성(%)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발행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0.5.31자로
시장가치
종료되는 회계연도)
순자산의 %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8.5.31

이익

기초 주식수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8.5.3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래스 A2

2.56%

4.64%

4.35%

6.93%

6.74%

클래스 D2

2.82%

5.16%

4.72%

7.37%

7.16%

클래스 X2

5.18%

7.73%

6.75%

9.91%

1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벤치마크

* 이 하위펀드는 2015년 8월 5일자로 판매개시되었습니다.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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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혼합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1.10%

0.63%

1.73%

-

클래스 D2

0.55%

0.44%

0.99%

-

클래스 X2

0.00%

0.11%

0.11%

-

2020.5.31
대차대조표

2019.5.31

자산

2,620,666,170

3,628,733,398

3,776,712,903

부채

470,500,166

383,306,495

448,322,775

2,150,166,004

3,245,426,903

3,328,390,128

순자산

2020.5.31
기초순자산

손익계산서

2019.5.31

3,245,426,903

3,328,390,128

586,420,943

202,117,987

262,485,866

117,804,416

상환후 총비용

174,010,719

205,785,279

102,419,477

순투자이익/(손실)

28,107,268

56,700,587

15,384,939

당기순이익/(손실)

(721,266,515)

(381,043,230)

(40,297,066)

순자산증감

(682,141,090)

(262,424,172)

(103,377,544)

기말순자산

2,150,166,004

3,245,426,903

3,328,390,128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발행 주식수

환매 주식수

기말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13,673

179

5,215

8,637

클래스 D2 (D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139,627

55,986

141,343

54,270

클래스 X2 (X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231,662

751,680

412,156

571,186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시장가치
(2020.5.31자로
순자산의 %
종료되는 회계연도)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8.5.31

이익

기초 주식수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8.5.31

보통주

채권

양도성예금

기업어음

기타 순자산

-

1,638,127,063

-

-

512,038,941

-

76.19%

-

-

23.81%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3.08%

-4.97%

-21.82%

-11.09%

-

-4.79%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

1.52%

클래스 D2

-2.89%

-4.61%

-21.22%

-10.41%

-

-4.07%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

1.52%

클래스 X2 (Hedged GBP)

-2.87%

-4.38%

-21.06%

-10.92%

-

-4.45%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

1.56%

수익률 변동성(%)

1.68%

1.22%

1.91%

1.87%

-

1.8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래스 A2

-

0.80%

-5.52%

-2.61%

-23.28%

LIBOR 3 Month Index

-

1.11%

2.08%

2.60%

1.08%

클래스 D2

-

1.50%

-4.80%

-1.88%

-22.68%

LIBOR 3 Month Index

-

1.11%

2.08%

2.60%

1.08%

클래스 X2 (Hedged GBP)

-

1.25%

-5.75%

-2.81%

-22.53%

LIBOR 3 Month Index

-

1.11%

2.08%

2.60%

1.08%

* 이 하위펀드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판매개시되었습니다.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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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0.80%

0.24%

1.04%

-

클래스 D2

0.40%

0.31%

0.71%

-

클래스 X2

0.00%

0.05%

0.05%

-

2020.5.31
대차대조표

2019.5.31

자산

220,930,874

187,725,778

191,721,599

부채

233,588

1,458,950

529,911

220,697,286

186,266,828

191,191,688

순자산

2020.5.31
기초순자산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9.5.31

2018.5.31

186,266,828

191,191,688

250,403,999

3,765,177

4,130,568

4,497,409

489,563

465,303

402,350

순투자이익/(손실)

3,275,614

3,665,265

4,095,059

당기순이익/(손실)

(1,640,932)

9,904,836

38,072,535

순자산증감

14,988,471

164,937

35,211,166

기말순자산

220,697,286

186,266,828

191,191,688

이익
손익계산서

2018.5.31

상환후 총비용

기초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시장가치
순자산의 %

발행 주식수

22,955

환매 주식수

18,558

기말 주식수

12,348

29,165

보통주/우선주
및 권리

채권

양도성예금

기업어음

기타 순자산

217,635,551

-

-

-

3,061,735

98.61%

-

-

-

1.39%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18.29%

17.69%

17.74%

8.71%

13.99%

10.82%

MSCI World Net TR Index

16.40%

16.21%

15.45%

8.30%

13.36%

10.64%

클래스 D2 (EUR)

13.86%

14.76%

7.64%

10.04%

11.84%

9.54%

MSCI World Net TR Index
in EUR

11.60%

13.12%

5.31%

9.21%

10.76%

9.00%

클래스 X2 (GBP)

11.78%

13.36%

13.83%

10.91%

15.92%

14.59%

MSCI World Index

9.60%

11.08%

10.83%

9.57%

14.10%

13.36%

수익률 변동성(%)

7.90%

6.27%

7.70%

5.43%

4.47%

4.47%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래스 A2

5.90%

24.17%

-10.03%

27.48%

17.69%

MSCI World Net TR Index

7.51%

22.40%

-8.71%

27.67%

15.90%

클래스 D2 (EUR)

9.72%

9.62%

-5.32%

30.40%

8.06%

MSCI World Net TR Index
in EUR

10.73%

7.51%

-4.11%

30.02%

6.33%

클래스 X2 (GBP)

27.78%

14.78%

-4.10%

24.62%

14.92%

MSCI World Index

28.24%

11.80%

-3.04%

22.74%

12.32%

* 이 하위펀드는 2015년 8월 20일자로 판매개시되었습니다.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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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1.50%

0.37%

1.87%

20.00%

클래스 D2

1.00%

0.37%

1.37%

20.00%

클래스 X2

0.00%

0.08%

0.08%

-

2020.5.31
대차대조표

2019.5.31

자산

32,345,329

28,105,072

27,535,491

부채

1,880,689

936,934

698,858

30,464,640

27,168,138

26,836,633

순자산

2020.5.31
기초순자산

손익계산서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9.5.31

2018.5.31

27,168,138

26,836,633

30,089,540

이익

601,125

705,296

595,995

상환후 총비용

461,411

527,912

668,852

순투자이익/(손실)

139,714

177,384

(72,857)

당기순이익/(손실)

2,042,362

1,415,311

(213,807)

순자산증감

933,826

449,790

(442,894)

기말순자산

30,464,640

27,168,138

26,836,633

기초 주식수

발행 주식수

환매 주식수

기말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

-

-

-

클래스 D2 (D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50

3,007

-

3,057

클래스 X2 (X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199,650

-

-

199,650

보통주

기업어음

집합투자기구

기타 순자산

20,361,989

7,089,940

2,044,586

968,125

66.84%

23.27%

6.71%

3.18%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시장가치
(2020.5.31자로
순자산의 %
종료되는 회계연도)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8.5.31

3년

5년

설정일 이후

-5.48%

1.97%

-

-0.72%

-0.44%

-0.40%

-

-0.39%

0.01%

4.02%

1.53%

-

1.89%

0.13%

0.91%

1.88%

-

1.64%

5.65%

2.96%

-

3.19%

0.91%

1.88%

-

1.62%

2.24%

-

2.36%

3개월

6개월

1년

클래스 A2 (EUR)

-5.13%

-2.96%

LIBOR 3 Month Index

-0.14%

-0.27%

클래스 D2 (EUR)

-1.00%

LIBOR 3 Month Index

0.06%

클래스 X2

-0.91%

0.60%

LIBOR 3 Month Index

0.06%

0.13%

수익률 변동성(%)

1.97%

2.08%

2.42%

2016년

2017년

클래스 A2 (EUR)

-

-12.55%

LIBOR 3 Month Index

-

-0.37%

클래스 D2 (EUR)

-

0.18%

LIBOR 3 Month Index

-

클래스 X2
LIBOR 3 Month Index

2018년

2019년

2020년

0.01%

5.50%

-0.67%

-0.37%

-0.39%

-0.43%

-4.19%

4.08%

8.43%

1.11%

2.08%

2.60%

1.08%

-

1.02%

-2.91%

5.44%

10.70%

-

1.11%

2.08%

2.60%

1.08%

* 이 하위펀드는 2016년 8월 31일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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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Strategic Funds -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채권형)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0.12.31
현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클래스 A2

1.50%

0.26%

1.76%

-

클래스 D2

0.75%

0.26%

1.01%

-

클래스 X2

0.00%

0.09%

0.09%

-

2020.5.31
대차대조표

2019.5.31

자산

1,605,682,594

3,030,102,808

3,594,275,103

부채

24,121,403

213,197,888

145,599,539

1,581,561,191

2,816,904,920

3,448,675,564

순자산

2020.5.31
기초순자산

2019.5.31
3,448,675,564

2,042,255,082

154,022,653

216,271,472

182,038,536

37,848,893

53,376,996

59,892,095

116,173,760

162,894,476

122,146,441

상환후 총비용
순투자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21,784,936

(448,805,384)

(24,613,686)

순자산증감

(35,308,841)

(201,236,491)

(93,871,003)

기말순자산

1,581,561,191

2,816,904,920

3,448,675,564

기초 주식수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발행 주식수

기말 주식수

160,978

13,745

100,338

74,385

클래스 D2 (D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336,994

33,992

305,143

65,843

클래스 X2 (X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3,127,196

3,356

138,292

2,992,260

채권

상장지수펀드

기타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

기타 순자산

1,330,810,497

91,956,831

17,505,681

58,435,000

82,853,182

84.15%

5.81%

1.11%

3.69%

5.24%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4.86%

3.71%

10.39%

0.93%

4.60%

2.93%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0.64%

클래스 D2

5.06%

4.10%

11.22%

1.69%

5.39%

3.78%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0.95%

클래스 X2

5.30%

4.59%

12.25%

2.63%

6.37%

4.83%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1.50%

1.15%

수익률 변동성(%)

1.25%

2.36%

3.53%

3.02%

2.52%

2.27%

2016년

연도별 수익률
(2020.12.31 현재)

환매 주식수

클래스 A2 (A Class nondistributing share USD)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시장가치
(2020.5.31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순자산의 %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2018.5.31

2,816,904,920

이익
손익계산서

2018.5.3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클래스 A2

11.93%

4.71%

-12.01%

5.66%

14.07%

LIBOR 3 Month Index

10.16%

12.74%

-5.15%

2.60%

1.08%

클래스 D2

12.77%

5.51%

-11.33%

6.45%

14.93%

LIBOR 3 Month Index

10.16%

12.74%

-5.15%

2.60%

1.08%

클래스 X2

13.84%

6.47%

-10.51%

7.44%

16.00%

LIBOR 3 Month Index

10.16%

12.74%

-5.15%

2.60%

1.08%

* 이 하위펀드는 2013년 6월 12일자로 판매개시되었습니다.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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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I] 펀드 부록
(1)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롱 포지션 및 합성 롱/숏
투자 익스포저를 취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최소 70% 이상을 미국,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아메리카”)에서 설립되거나 상장된 기업들의 주
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총자산의 최소 70% 이상을 주식 및 주
식관련증권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투자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아메리카 지역의 기초주식 시장에 대한 순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다양한 아메
리카 주식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합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법에 투자합니다. 절대수익을 추구
하기 위해 투자자문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은 시장중립전략입니다. 이는 (롱 포지션 또는 합성 포
지션을 통해) 투자하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방향성 시장위험(directional market risk)(즉, 상승 또는 하락과 같은
특정 방향의 시장변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합성 롱/숏 포지션)을 활용
함을 의미합니다. 이 펀드는 고도로 분산 투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
에 이러한 기초자산에 따르는 방향성 시장위험을 경감시기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이
펀드는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가 활용하는 주요 파생상품의 유형은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입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주식형, 절대수익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LIBOR 3 Month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
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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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1.50%

0.00%

0.00%

20%

클래스 D

5.00%

1.00%

0.00%

0.00%

2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성과보수 유형 및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 Type A - 3개월 LIBOR (USD 표시)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
우 이 벤치마크는 당해 주식클래스로 표시되거나 혹은 붙임 IV에서 정한 대체 벤치마크가 활용됩니다)
위험관리방법: 절대적 VaR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600%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활용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펀드에 비해 총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파생상품
의 활용으로 이 펀드는 시장 중립을 유지하고자 분산된 투자전략을 수반하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그 결과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상 레버
리지는 파생상품에 따른 총 명목 익스포저의 합계(sum of gross exposure)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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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글로벌 롱 포지션 및 합
성 롱/숏 투자 익스포저를 취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이 펀드는 최소 7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고자 합
니다. 이 펀드는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포함), 고정수익 관련 증권
(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상장지수펀드 포함), 파생상품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의 절대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유연하게 자산을 배분하고자 하며, 시
장상황과 여타 요소에 따라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의 통화 익스포저는 유연하게 관리됩니
다.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순자산가치의 5%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
보부증권(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s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
(synthetic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산에는 대출채권, 리스 또는 미수
채권(ABS의 경우 신용카드채권, 자동차 대출채권, 학자금 융자 그리고 MBS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
터 매입한 상업용 또는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ABS와 MBS는 투자자의
수익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BS는 실물 증권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양
한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하기 위해 신용불이행스왑이나 파생상품 바스켓과 같
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 중 ’10. 나. 특별 위험’의 “특정 위험 고려사항”
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스포
저는 순자산가치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이 펀드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과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건에 따른 투자기회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투자기회에는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며 인수합병 발표, 기업공개(company offer), 분사(spinoffs)와 분할(split-offs), 재정적 구
조조정과 전략적 구조조정, 경영진 교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
명서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주식형, 절대수익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Th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3 Month US Treasury Bill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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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
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1.50%

0.00%

0.00%

20%

클래스 D

5.00%

1.00%

0.00%

0.00%

2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성과보수 유형 및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 Type A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3 Month US Treasury
Bill Index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우 이 벤치마크는 당해 주식클래스로 표시되거나 혹은 붙임 IV에서 정한 대체
벤치마크가 활용됩니다)
위험관리방법: 절대적 VaR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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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주식, 주식관련증권,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일부 하이일드 채권 포함), 고정수익 관
련 증권(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이나 수익권(상장지수펀드 포함), 파생상품,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함한 전세계 다양한 범위의 허용된 투자자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수시로 집합투자
기구, 중기 채권(medium term notes), 상장지수펀드 및 실물자산 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통해 실물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의 통화 익스포저는 유연하게 관리됩니다. 이 펀드는 익스포저
를 조정함으로써 이하 기재된 다양한 스타일 전략에 대한 익스포저로부터 프리미엄을 얻고자 합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정량 모델(quantitative models)(즉, 수학 또는 통계)을 활
용하여 체계적인 (즉, 원칙에 입각한) 주식 선정 방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통화, 크로스 에셋(cross asset) 및 실물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걸쳐 다음과 같은 투
자스타일(가치, 모멘텀, 캐리 및 방어)을 적용합니다:
-

“가치(Value)” 스타일은 고평가된 자산 대비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투자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

“모멘텀(Momentum)”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중기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산에 집중하여 해당 투자대
상자산의 최근 상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

“캐리(Carry)” 스타일은 하이일드 투자자산에 집중하여 낮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비해 이러한 자산이
제공하는 높은 수익률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

“방어(Defensive)” 스타일은 낮은 위험 특성을 가진 투자자산을 말하며 저위험 우량 자산이 고위험 낮
은 등급 자산에 비해 더 높은 위험조정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각 투자스타일은 이러한 스타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차액계약, 스왑, 선도 및 선물을 포함하
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활용합니다. 이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주식 관련 증권,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 및 채권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순자산가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
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
(collateralis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채
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
산에는 대출채권, 리스 또는 미수채권(ABS의 경우 신용카드채권, 자동차 대출채권, 학자금 융자 그리고 MBS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상업용 또는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ABS와 MBS는 투자자의 수익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BS는 실물 증권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하기 위해 신용불이행스왑이나
파생상품 바스켓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 중 ’10. 나. 특별 위험’의 “특
정 위험 고려사항”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는 유연하게 자산을 배분하고자 하며, 다양한 스타일 전략에 걸쳐 투자를 분산하기 위해 위험에 기초
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스타일 전략 간에 위험을 균등하게 분산한 후, 가장 투자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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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수익 특성을 제공하는 전략 및 시장 스트레스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전략에 대한
투자비중을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광범위한 시장중립전략을 추구하여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롱 포지션 또는 합성
포지션을 통해) 투자하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방향성 시장위험(directional market risk)(즉, 상승 또는 하락과 같은
특정 방향의 시장변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합성 롱/숏 포지션)을 활용함
을 의미합니다. 이 펀드는 고도로 분산 투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이러한 기초자산에 따르는 방향성 시장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이 펀드
는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의 절대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멀티 전략형(Multi-strategy), 절대수익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LIBOR 3 Month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
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1.10%

0.00%

0.00%

0.00%

클래스 D

5.00%

0.55%

0.00%

0.00%

0.0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성과보수 유형 및 벤치마크: Type A - 3개월 LIBOR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우 이 벤치마크는 당해 주식클래스
로 표시되거나 혹은 붙임 IV에서 정한 대체 벤치마크가 활용됩니다)
위험관리방법: 절대적 VaR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1100%
레버리지는 정확한 위험지표가 아니며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활용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펀드에 비해 총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
니다. 이 펀드는 시장 중립을 유지하고자 분산된 투자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그 결과 이
러한 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인하여 이 펀
드의 총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손실 증가 위험도 커집니다. 이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
리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경우 그 증폭된 효과로 인하여 펀드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
다.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수준이 특정 상황에서 초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상 레버
리지는 파생상품에 따른 총 명목 익스포저의 합계(sum of gross exposure)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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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ESG”) 중점 투자원칙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총수익을 극대화하
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롱 포지션 및 합성 롱 포지션을 취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최소 80%
이상을 선진시장에 소재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
권(파생상품 포함)에 직접 투자하고자 합니다.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펀드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아래 ESG 방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 시 체계적인 (즉, 원칙에 입각
한) ESG 방식을 활용합니다.
ESG 방침
이 펀드의 ESG 방식을 활용하여 매수 시점의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고유 리서치를 통해 결정된 환경보
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의 결과, 예상수익(ESG 수익 요인 포함), 위험 및 거래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중
점을 둡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법에 투자합니다. 특히
이 펀드는 정량 모델(quantitative models)(즉, 수학 또는 통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식 선정 방식을 달성하고
자 합니다. 이는 주식 선정 및 비중 배분이 ESG 특징 및 수익, 위험과 거래비용에 대한 예상에 기초하여 이루
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문회사는 외부 ESG 제공자들이 제공한 데이터, 고유 모델 및 현지 정보
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추가하여 이 펀드는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침(Baseline Screens Policy)(글로벌 투자설
명서 별첨 F 명시)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펀드는 상기와 같은 ESG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발행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간접적인 (파생상품 및 집합
투자기구의 주식이나 수익권 등을 통해)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주식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집니다. 투자자문회
사는 이 펀드의 편입자산을 구성함에 있어, 그리고 이 펀드가 취하는 적극적인 위험(즉, 지수로부터 벗어난
편차 정도)이 이 펀드의 투자목적과 방침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World Index (“지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산 선정시 지수의 편입종목이나 편입비중
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는 특정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지수 편입종목이 아닌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의 편입자산은 지수에서 상당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CI World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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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
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0.80%

0.00%

0.00%

0.00%

클래스 D

5.00%

0.40%

0.00%

0.00%

0.0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위험관리방법: 약정금 방식

112

(5)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롱 포지션 및 합성 롱/숏
투자 익스포저를 취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최소 70% 이상을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
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총자산의 최소 7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투자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법에 투자합니다. 이 펀드는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순자
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에 투자할 수 있
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주식형, 절대수익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LIBOR 3 Month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주 수요일(해당 수요일이 영업일인 경우)(“거래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요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주식의 매입은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
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
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1.50%

0.00%

0.00%

20%

클래스 D

5.00%

1.00%

0.00%

0.00%

2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성과보수 유형 및 벤치마크: Type A - 3개월 LIBOR (USD 표시)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우 이 벤치마크는 당
해 주식클래스로 표시되거나 혹은 붙임 IV에서 정한 대체 벤치마크가 활용됩니다)
위험관리방법: 절대적 VaR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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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투자목적
이 펀드는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롱 포지션 및 합성 롱/숏 투자 익스포저를 취하여 이러
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최소 70% 이상을 이머징시장에 소재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
부, 정부기관 및 기업의 이머징시장 및 비(非) 이머징시장 통화로 표시된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 및 고정수익 관련 증권(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총자산의 최소 70% 이상을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포함) 및
고정수익 관련 증권(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투
자하여 이러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순자산가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
(collateralis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
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
산에는 대출채권, 리스 또는 미수채권(ABS의 경우 신용카드채권, 자동차 대출채권, 학자금 융자 그리고 MBS
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상업용 또는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
하는 ABS와 MBS는 투자자의 수익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BS는 실물 증권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하기 위해 신용불이행스왑
이나 파생상품 바스켓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 중 ’10. 나. 특별 위
험’의 “특정 위험 고려사항”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의 ABS와 MBS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펀드의 조건부 자
본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20%까지로 제한되며 부실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10%까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펀드는 유연하게 자산을 배분하고자 하며, 시장상황과 여타 요소에 따라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의 통화 익스포저는 유연하게 관리됩니다.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이 펀드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비(非) 이머징시장 통화로 표시된 통화 익스포저를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투
자전략과 기법을 활용합니다. 이 펀드는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준통화
미달러화 (USD)
펀드 유형
채권형, 절대수익형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LIBOR 3 Month Index와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
Index (50%) 및 JP Morgan GBI-EM Global Diversified Index (50%)를 포함하는 합성 벤치마크는 이 펀드의 성
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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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거래
이 펀드의 거래는 통상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매입/환매/전환 주문은 당일 오후에 산정된 가
격으로 처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후에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가 수령한 거래주문은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펀드 주식의 거래(Dealing in Fund Shares)”항 참고.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대행보수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성과보수

클래스 A

5.00%

1.50%

0.00%

0.00%

0.00%

클래스 D

5.00%

0.75%

0.00%

0.00%

0.00%

클래스 X

0.00%

0.00%

0.00%

0.00%

0.00%

위험관리방법: 절대적 VaR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550%

115

[붙임 III] 용어풀이
2010년 법 (2010 Law)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년 12월 17일자 룩셈부르크 법률(이후 개정본 포함)
자산담보부증권 또는 ABS (Asset-Backed Security or ABS)
자산담보부증권은 기업 등(정부 혹은 지방 정부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초 자산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
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권의 기초자산에는 통상 대출채권, 리스채권, 기타 채권(신용
카드대출, 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 융자)이 포함됩니다. 통상 자산담보부증권은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
라 달라지는 위험도에 기초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자산담보부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기준통화 (Base Currency)
펀드의 주식과 관련하여, 붙임 II에 표시된 통화.
블랙록 그룹 (BlackRock Group)
BlackRock, Inc.를 최종적인 지주회사로 하는 BlackRock 그룹 회사들
채권퉁(Bond Connect)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상호 채권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2017년 7월에 실시된 제도를 의미하며 제2부의 내
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의 “중국은행간채권시장” 표제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업일 (Business Day)
룩셈부르크 은행 영업일 (크리스마스 전날 제외) 또는 이사들이 정하는 그 밖의 날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CDSC)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항에 기재된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중국 A 주식 (China A Shares)
중국에서 설립되어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위안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회사의 증권
중국예탁결제원 (ChinaClear)
중국 A주식에 대한 중국 중앙증권예탁원에 해당하는 중국예탁결제원(China Securities Deposita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
집합투자기구(CIS)
집합투자기구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중국 은행간 채권 시장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
‘특별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을 통해 중국 역내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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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중국의 중국선물 시장 감독기관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이
의 승계기관
거래마감시간 (Cut-Off Point)
각 펀드에 대해서 해당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일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또는 거래일 직전 영업일의 룩셈
부르크 시간 정오 또는 해당 거래일 2영업일 전의 룩셈부르크 시간 정오. 해당 거래마감시간은 각 펀드의 붙
임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통화 (Dealing Currency)
붙임 II에 기재된 각 펀드 주식의 현재 매입통화. 거래통화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통화
및 거래통화의 거래가능 일자의 확인은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
(local Investor Servicing Team)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 (Dealing Day)
“비거래일”항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이사회가 비거래일로 선언한 날과 매입/전환/환매 중지 기간에 해당하
는 날이 아닌 영업일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펀드가 거래될 수 있는 날로 각 펀드의 붙임 II에서 정한 날
이사회 (Directors)
이 투자회사의 이사회 이사들 및 수시로 선임되는 이의 승계이사
배당펀드 및 배당주식 (Distributing Funds and Distributing Shares)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배당이 선언될 수 있는 펀드나 주식클래스. 배당주식은 또한 영국 신고 펀드(UK
Reporting Fund) 자격 주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선언될 수 있는 펀드들, 주식클래스, 통화 및 영
국 신고 펀드(자세한 내용은 이하 참조) 자격을 가지는 주식클래스에 대하여는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와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기여(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기준을 말하는데 이는 발행기업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활용되는 3가지 주요 요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란 기후 위험과 천연자원 고갈 등의 테마를 다루며, “사회적 기여”란 노동 이슈와 데이터 보안
등 제조물 책임 위험을 포함하여, “지배구조”란 사업 윤리와 임원 보수 등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
은 단지 예시들일 뿐이며, 반드시 특정 ESG 펀드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

해서는 투자 방침에 명시된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ESG 펀드의 투자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SG 펀드
투자전략의 일부로 ESG 기준을 사용하는 펀드.
ESG 제공자
제3자 지수 제공자들, ESG 자문회사들이나 BlackRock Group의 구성사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ESG 리서치 자료, 보고서, 스크리닝, 등급 평가 및/또는 분석자료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주식이나 수익권이 하나 이상의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투자펀드 (UCITS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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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Euro)
단일 유럽 통화(유로화 도입에 관한 1998년 5월 3일 유럽이사회 규정(EC) no. 974/98에서 정함)를 말하며 투자
자문회사의 재량에 따라 과거 유로존에 해당하는 국가의 통화를 포함합니다.
유럽 (Europe or European)
영국, 동유럽, 구 소련연방 국가를 포함한 모든 유럽 국가
회계연도 (Financial Year)
매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외국인투자제도 (Foreign Access Regime)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의 “중국은행간채권시장”란에 기재된 항목에 표시된 해외 기
관투자자들의 중국 은행간채권시장 투자를 위한 제도.
펀드 (또는 펀드) (Fund)
이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된 바에 따라 각 클래스에 속하는 별도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주식클래스로 구성되는 이 투자회사의 개별 펀드
하드상품 (Hard Commodities)
채굴되거나 추출되는 천연자원에 해당하는 실물자산(금, 알루미늄, 구리, 석유, 천연가스 등)
헷지된 주식클래스 (Hedged Share Classes)
현재 헷지 전략이 적용되고 있는 주식클래스.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모집이 가능합니다.
헷지된 주식클래스를 모집할 수 있는 펀드들 및 통화들은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와 각 지역의 투자 서비
스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 (HKEX)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
홍콩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및 이들 시장을 위한 청산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인덱스 펀드(Index Fund)
벤치마크 지수의 편입종목을 복제하거나 벤치마크 지수를 추적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
구 (통상 UCITS 또는 여타 UCI임)
기관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or)
2010년 법에 정한 기관투자자의 자격 및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항 참고.
투자자문회사(들) (Investment Advisers(s))
“펀드의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 of the Funds)”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펀드의 자산운용을 위하여 집
합투자업자가 선임한 투자자문사들로서 문맥에 따라 해당 투자자문회사(들)을 의미합니다.
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해당 채무증권의 매수 시 하나 이상의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S&P 기준으로 BBB-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신용등급 이상을 받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동등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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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서비스 담당부서 (Investor Servicing)
BlackRock 그룹의 각 지역의 회사 및 지점들 또는 이의 일반사무대리회사에 설치된 거래 및 여타 투자 서비
스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제이피 모간 그룹 (JP Morgan Group)
JP Morgan Chase & Co.를 최종적인 지주회사로 하는 그룹 회사들
KIID
2010년 법에 따라 각 주식클래스 별로 발행되는 핵심투자자정보문서(Key Investor Information Document)
LIBID/LIBOR
런던 은행간 예금금리(London Interbank Bid Rate) / 런던 은행간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또는
이의 승계 금리)
집합투자업자 (Management Company)
2010년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된 룩셈부르크의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인 BlackRock (Luxembourg)
S.A.
주택저당증권 또는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or MBS)
상업용 모기지 및/또는 주거용 모기지로 이루어진 기초 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에 위해 담보되는 채무증
권을 말합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증권은 모기지 풀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통상 주택저당증권은 기초 모기지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에 기초하여 다
양한 특징을 가지는 여러 클래스로 발행되며 고정/변동 금리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주택저당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메릴린치 (Merrill Lynch)
Merrill Lynch International & Co. 또는 그 관계사 중의 하나.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펀드 또는 어느 종류의 주식과 관련하여, 붙임 IV 의 제12항 내지 제17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을 말합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붙임 IV 의 제17.3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고수익 (Non-Investment Grade or High Yield)
해당 채무증권의 매수 시 하나 이상의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S&P 기준으로 BB+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신용등급 이하를 받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동등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채무증권
중국 인민은행(PBOC)
중국 내 중국인민은행.
중국 (PRC)
중화인민공화국
주 판매회사 (Principal Distributor)
주 판매회사로서 활동하는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판매회사에 대한 언급은 주 판매
회사로 활동하는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를 포함합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 (Global Prospectus)
글로벌 투자설명서 (이후 개정본, 수정본 또는 보충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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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방침(Remuneration Policy)
보수 및 수당 산정 방식 및 이를 부여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개인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
하지 아니하고 “운용(Management)”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침
위안화(RMB) 또는 렌민비
중국의 법정 통화인 렌민비(인민폐).
SAFE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홍콩주식거래소(SEHK)
홍콩주식거래소(Stock Exchange of Hong Kong)
홍콩증권선물위원회 (SF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Hong Kong)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에 관한 EU 규정 2019/2088(수시 개정, 수정 또는 보충본 포함)
주식 (Share)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투자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고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 권리를 가지는
클래스 주식.
주식클래스 (Share Class)
특정 펀드와 관련되고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펀드의 자산부채에 대한 권
한을 가지는 주식클래스.
SICAV
변동자본형 구조의 투자회사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소프트 상품(Soft Cmmodities)
농산품이나 가축류에 해당하는 실물자산(옥수수, 밀, 커피, 설탕, 콩, 돼지고기 등)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Stock Connect)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 시스템(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과 선전-홍콩 주식 교차거래 시스템
(Shenzhen-Hong Kong Stock Connect)을 말하며 통칭하여 후강퉁과 선강퉁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들(Stock Connect Funds)
“특별 위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s)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
선전증권거래소(SZSE)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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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확정증권(To Be Announced Securities or TBA)
미국 모기지 담보부 증권 시장에서의 통상적 거래 관행으로서 모기지풀(Ginnie Mae,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로부터 장래의 어떤 일자에 확정가격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관행
UCITS
양도성 증권 집합투자기구
UCITS 지침(UCITS Directive)
양도성 증권 집합투자기구(UCITS)와 관련한 법, 규정 및 행정 조항의 적용에 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9/65/EC (이후 개정본 포함)
영국 신고 펀드 제도(UK Reporting Fund Regime)
2009년 11월, 영국정부가 발표한 입법(Statutory Instrument 2009/3001)으로서 역외펀드 투자자산에 대한 조세
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The Offshore Funds (Tax) Regulations 2009). 이 규정의 내용은 신고체제를 채택하는
펀드(“영국 신고 펀드”) 또는 신고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펀드 (“영국 비신고 펀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국
신고 펀드체제에 의하면, 영국 신고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영국 신고 펀드의 수익 중 자신의 해
당 펀드의 보유주식(배당주식 또는 무배당주식을 불문)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보유주식의 처
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0년 6월 1일부터 이 투자회사에는 영국 신고
펀드체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영국 신고 펀드의 지위를 가지는 펀드의 내역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fshore-funds-list-of-reporting-fun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일 (Valuation Day)
펀드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가 산정되는 거래일 또는 이사들이 정하는 그 밖의 날. 각 펀드의 거래일은 붙
임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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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V] 이 투자회사의 관행 및 정관의 조항 요약
이하는 정관을 요약한 것으로서 전체 정관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관 및 그에 따
른 신청서 양식과 기타 문서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의 전부가 제약을 받으며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완전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정관 또는 신청서 양식의 내
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정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투자자는 주식을 신청함으로써 정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관
1.

본 요약문에 사용된 용어로서 정관에 정의된 용어들은 아래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1

회사 설립

이 투자회사는 UCITS의 자격을 갖는 BlackRock Strategic Funds의 명칭 하에 가변자본형 투자회사(SICAV)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1.2

목적

이 투자회사는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이 투자회사의 펀드 운용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 하
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유가증권 및 2010년 법의 제41(1)조에 규정된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는 하나 이상
의 포트폴리오(“펀드”로 명명됨)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3

자본

자산은 액면가가 아닌 완납된 주식으로 표창하고 이 투자회사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총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투자회사 자본의 변경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1.4

단주

주식의 단주는 기명주식으로만 발행됩니다.
1.5

의결

총회에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에 더하여, 특정 클래스의 주식보유자는
상기 주식 보유자의 개별 총회에서 자신이 보유자인 상기 주식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1.6

공동보유자

이 투자회사는 주식보유자들이 요구할 경우 4명 미만의 보유자의 이름으로 기명주식을 공동으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등록 명의자인 모든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해당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단, 이 투
자설명서의 조항에 따라 구두지시가 허용되는 경우 공동보유자 중 한 명이라도 구두지시를 내리는 경우 이
투자회사는 그러한 구두지시를 따릅니다. 공동보유자 중 어느 1인이 서면 지시를 내리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모든 보유자들이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게 서면으로 이미 승인한 경우, 이
투자회사는 공동보유자 중 어느 1인이 내린 서면 지시를 따릅니다. 상기 각 경우에 의거하여 회사가 지시를
따르는 경우 관련 모든 공동보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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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식 배정

이사들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주당 현 시가에 따라 제한 없이 주식을 발행 및 배정할
수 있습니다.
1.8

이사회

이 투자회사는 정관에 따라 최소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주주가 이사들을 선출합니다.
이사들은 이 투자회사의 이익을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는 펀드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하한 자를 선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투자회사의 한 명 이상의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다른 회사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회사의 이사,
관계인,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사실이 이 투자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계약이나 거래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그를 무효화하지 아니합니다.
1.9

배상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투자회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이 투자회사에서의 직위로 인하여, 또는
이 투자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인 다른 회사의 직위로 인하여(다만, 위 다른 회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없는 경
우), 당사자로 된 재판 등 절차와 관련하여 이들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이 투자회사가 보상합니다.
1.10 해산 및 청산
이 투자회사는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이 법
이 명시한 최소 자산(1,250,000 유로)의 2/3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사들은 주주총회에 이 투자회사의 해산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산 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아래와 같이 배분됩니다:
1.10.1

첫째, 각 펀드와 연계된 특정 클래스 주식의 소유주에 대하여 해당 펀드에 남아있는 잔여금액을 지
불할 경우, 상기 대금은 상기 주식에 관련된 적용되는 권리에 따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
한 모든 관련 클래스의 주식 총수에 비례하여 지불되고,

1.10.2

둘째, 각 펀드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은 잔여금액의 주식 소유주에 대한 지불일 경우, 해산 이전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여 펀드간에 상기 잔액을 배분하고, 각 펀드에 연계된 다른 클래스 주식
의 소유주에 대한 대금 금액은 본 정관과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청산인이 자의적 판단에 공평한다
고 생각되는 비율로 지불됩니다.
펀드의 청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주주들이 청구를 하지 않은 청산 수익금은 룩셈부르크 공탁국
(Caisse des Consignations)에 예치되고 30년이 경과하면 주주들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1.11

청구되지 않은 배당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무기명 주식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상기 배당에 대한 쿠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회사는 관련 펀드의 이익을 위해 해당 배당금의 몰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이사들은 정책적인 고려에서 관련 배당이 결정된 후 적어도 12년 이내에는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허가 없이는 이 정책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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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회사의 관행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
2.

주식은 펀드와 연관된 주식클래스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식클래스가 하나의 펀드에 연
관될 수 있으나, 각 펀드에 모든 주식클래스가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A클래스, 무배당A클래스,
배당C클래스, 무배당C클래스, 배당D클래스, 무배당D클래스, 배당E클래스, 배당DD클래스, 무배당DD클
래스, 배당E클래스, 무배당E클래스, 배당H클래스, 무배당H클래스, 배당I클래스, 무배당I클래스, 배당IA
클래스, 무배당I A클래스 배당J클래스, 무배당J클래스, 무배당T클래스, 배당U클래스, 무배당U클래스, 무
배당X클래스, 배당X클래스, 무배당Z클래스. 이 주식들은 신주인수권이 없으며 아래 사항에 언급된 점
만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주식은 숫자 2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배당주식
은 매일 배당하는 주식은 숫자 1, 매월 배당하는 주식은 숫자 3, 매년 배당하는 주식은 숫자 4, 매분기
배당하는 주식은 숫자 5, 예상총수익에 기초하여 매월 배당하는 주식은 숫자 6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 참조).

3.

여하한 개인이나 이 투자회사가 한 국가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이나 법령을 위반하면서 그
개인이 또는 그 개인을 대리하여 주식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지 않도록, 또는 증권관련법 또는 투자관련
법 및 이와 유사한 법령 또는 어느 국가나 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른 등록을 포함하여 이 투자회사에
세금이나 다른 금전적인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
양한 주식(반드시 같은 클래스의 모든 주식일 필요는 없음)에 대한 제한(주식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야 한다거나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등)을 부과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 진정한 소유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들은 주주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위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펀드 및/또는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이 투자회사 또는 펀드가
이 투자회사 또는 펀드에 대한 적절한 투자자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 주식의 발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재량으
로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정부기관의 요건이나 법령에 위반하면서 또는 위에 언급된 상황과 유사하게 직접 또는 실
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을 경우, 이사들은 위 주식에 대한 환매를 요구
하거나, 주식의 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보유가 금
지되는 자의 의결권을 불인정 할 수 있습니다.

4.

이사들은 미국인은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사들은, “미국인”의 정의는 이후 수시
개정되었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 보완될 수 있는 1933 미국 증권법의 S 규정에 명시된 자 또는
미국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외에 거주하는 주주가 미국의 거주자가 되(고 그 주주가 향후 미국인의 정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환매하도록 요구됩니다. 모든 미국 거주자 및 시민은 해외금융계좌납
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요건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세” 참조).

5.

I클래스, I A클래스, J클래스, T클래스 및 X클래스는 2010년 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들을 대
상으로만 모집됩니다.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기관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5.1

자기 계산으로 또한 고유자산 운용 목적으로 투자하는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 보험사와 재보험사, 사회복지기관, 연기금, 산업체, 자선기구, 상업 및 금융그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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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기 정의된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내외에서 설립된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s) 및 여타 금융기관(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

5.3

일임운용을 위탁받아 고객을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내외에서 설립된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s) 및 여타 금융기관(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

5.4

룩셈부르크 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5.5

룩셈부르크 내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주주/실질소유자가 충분한 투자판단을 가진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부유한 개인으로 구성되고, 어느 개인이나 가족의 중요한 금융지분/
투자자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체

5.6

룩셈부르크 내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그 구조, 활동 및 실질에 비추어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지주회사
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체

5.7

룩셈부르크 내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전술한 항에 기재된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지주회사나 기
타 이와 유사한 사업체

5.8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나 국제단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

펀드와 주식의 종류
6.

이 투자회사는 여러 상이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며 각 펀드에는 여러 주식클래스가 있습니다. 2010년
법 제181조에 따라 각 펀드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7.

주식은 각각의 우선권, 후순위 또는 기타 특별한 권리, 또는 배당, 자본 환급, 전환, 양도, 배정에 따른
납입대금과 관련되거나 달리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제한이 첨부되어 발행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권리 또는 제한은 동일 주식클래스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8.

이사들은 하나의 펀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주식클래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를

들면, 누적주식 및 배당주식, 거래통화가 서로 상이한 주식, 또는 같은 펀드에 대하여 자본 및/또는 이
익에의 참여에 있어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갖는 주식클래스들이 (같은 펀드 내에) 만들어 지는 것을 가
능하게 하며, 또한 주식클래스마다 상이한 비용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또한 언제든지 특
정 주식클래스를 폐쇄하거나, 특정 주식클래스의 주주들에게 30일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주식클
래스와 동일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와의 합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어떤 주
식클래스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 주식클래스에 속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총
회에서의 결의로써만 그러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9.

관련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미화 50,000,000 달러(또는 여타 거래통화에 의한 등가액)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사들은 그 특정 펀드와 관련된 모든 주식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르면
이사들은 어느 펀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변화에 따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특정 펀드의 주주들에게 펀드의 폐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사들은 정책적 결정으로 주식의 소유자들에게 다른 펀드의 동일 주식클래스로 무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기에 거론된 것 이외의 펀드 해산은 각 펀드의 모든 주식클래스를 가진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대리 참석한 주주들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의사정족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펀드가 해산될 경우 해산에 대한 환매가격은 펀드의 해산의 실행을 위한 청산비용을 반
영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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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2010년 법 제조항에 따라 특정 펀드를 합병펀드 또는 피합병 펀드로서 이 투자회사의 여타
펀드 또는 여타 UCITS(또는 그 하위펀드)(룩셈부르크 또는 여타 EU 회원국에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
및 회사 또는 계약형 펀드로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음)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CSSF 규정 10-5(이후 수시 개정 또는 대체 규정 포함)의 제조항에 따라 관련 펀드의 주주들에게 이
같은 합병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펀드의 모든 주주들은 합병의 효력발생일 전 최소 30일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환매 또는 전환을 여하한 비용 지불 없이(투자회수비용 제외)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의 효력발생일은 해당 통지 기간 종료 후 5 영업일 이내가 될 것입니다.
합병의 결과 이 투자회사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 해당 합병 사안은 공증인 앞에서 이 투자회사의
주주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정족수는 없으며, 참석 또는 대리 참석한 주주들의 주식 단순 과
반수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사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합병(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정당화 된 경우) 또는 해산되는 펀드 주식
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 정지의 효력은 이사들에 의한 통지가 도달한 후에, 또는 주주총회
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그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합니다. 펀드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주식가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실행 및 청산비용 또는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가치 평가 (Valuation Arrangements)
10.

정관에 따라 이 투자회사는 주당 발행가격 및 환매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각 주식클래스의 주식과 관련
하여 이사회가 지시하는 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수시로 정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매월 2회 이
상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정하여야 합니다.

11.

이사회의 정책은 어느 거래일에 룩셈부르크 시간으로 12시 이전에 접수된 거래 요청은 그날 처리하는
것이며, 그 이후의 거래 요청은 그 다음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미래 일자로 이루어진 거래 요청은 수
리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재량으로 거절되거나 익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순자산가치와 가격 결정
12.

거래일의 주식거래의 모든 가격은 이사들이 결정하는 일시의 평가에 따라 관련 주식클래스의 주당 순
자산가치에 기초를 둡니다. 이사들은 현재 모든 펀드와 모든 주식클래스에 대하여 “미래 가격” 체제를
운영하는데, 이 방식에 의하면 각 가격은 주문의 마감시간 후 산정됩니다(“펀드 주식의 거래” 참조). 각
거래일에 대한 가격은 보통 일간 및 주간 거래 펀드의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에 공시됩니다.
BlackRock Dynamic Diversified Growth Fund(국내 등록되지 아니함)의 가격은 보통 2번쨰 영업일에 공
시될 것입니다. 이 투자회사, 보관회사 또는 펀드회계담당회사는 가격의 공개 또는 비공개, 그 가격의
부정확성이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회사, 보관회사, 펀드회계담당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의해 정한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는 전술된 가격 산정 방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
다. 여하한 이유로 그러한 가격이 재계산 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거래의 조건은 그에 따라 수
정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적절하게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거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각
펀드의 정기적인 평가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의 주선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13.

기준통화로 계산되는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이 투자회사가 관련 펀드에 할당한 증권 및 기타자산의
총계에서 해당 펀드에 할당된 부채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각 펀드에 속한 주식클래스들의 주당 순자
산가치는 아래의 17.3항에 명시된 해당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게 되므로, 각 주
식클래스들에 상이한 부채가 할당(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조)되고 배당이 지
급됨으로써 각 주식클래스마다 순자산가치가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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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증권과 기타 자산의 가치는 그 증권 또는 자산이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되는 거래소의 마감 후 최종공시가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평가시점 이후에 종료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치는 평가시점 또는 기타 시점에서의 동 증권의 최종 공시된 가격을 사용합니다.
여하한 거래일에 펀드 주식의 순 거래량이 아래 17.3항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절
차가 적용됩니다. 다른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나 자산의 가치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그
러한 증권이나 자산이 둘 이상의 증권거래소나 정규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이사
들은 그 재량으로 상기 목적을 위해 그 중 하나의 증권거래소나 정규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증권이 어떤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거래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된 증권이라도 최근에 알려진 가격이 증권의 정확한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않
는 경우, 이사들은 그 증권의 가치를 예상 처분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기초하여 신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현금, 요구불어음과 다른 채권, 선급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목금액으로 평가됩니다.

16.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없거나, 이사회의 판단에 의할 때 다른 평가 방
식이 해당 증권 또는 자산의 공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증권 또는 자산
의 평가방식은 이사회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증권의 가치에 대한 불일치는 예를 들면, 기
존 시장이 해당 펀드의 총자산을 산정하는 때에 기초시장이 폐장되었을 때 또는 정부가 외국 투자에 대
하여 국세 또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특정한 기준점을 정
하여 이를 넘었을 경우 특정한 지수조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가액을 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7.1 이사들에 의하여 채택된 현재의 절차에 따라 펀드에 속한 모든 주식클래스의 가격은 그 펀드의 주식클
래스 당 순자산가치를 관련 거래통화의 통화단위까지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17.2 거래 통화가 둘 이상 있는 펀드의 경우, 추가 거래통화에 의한 주식판매가격은 평가 당시의 해당 현물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7.3 이사회는 펀드의 “희석”으로 인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희
석은 펀드의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 하기 위한 실제 비용이 거래 및 중개 비용, 제세공과금, 시장 변
동 및 기타 기초자산의 매입 및 매각 간 가격차로 인하여 펀드 내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희석은 펀드의 가치 및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조
정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으며, 주주는 희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한 거래일에 펀드의 모든 클래스의 주식 거래가, 이사들이 그 펀드에 관하여
정한 하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주식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를 초래할 경우, 이사회는 동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에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조정금액은 해당 펀드의 예상 시
장거래비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치의 1.50% 또는 채
권형 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사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상기한 조정비율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 가치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주
식시장 및 국가는 특히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매수 및 매도 측에 대한 수수료 청구구조가 서로 상이하
여 그로 인한 조정이 순유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순유입액에 대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이사회는 조정금액에 특별 재무비용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재무비용은 시장별로 차
이가 있으며 현재는 순자산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가 국공채 또는 단기금
융상품(증권)과 같은 이러한 특정 자산 유형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이사들은 그러한 조정이 적절하지 않
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조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
치 변동성은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의 실적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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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18.

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주식클래스를 발행할 때 이사회는 상기 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결정
으로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환의 기초는 해당 두 펀드의 주식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
치와 연관됩니다.

19.

이사회결의에 의하면, 주주가 자신의 기존 주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식클래스의 주식 수는 (a)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하여 계산된 전환될 주식 수의 가치를 (b) 새로운 주식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
치로 나누어서 계산됩니다. 이 계산법은 전환 수수료(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
조) 또는 A클래스, D클래스 DD클래스, E클래스, T클래스 또는 U클래스의 이연 선취 판매수수료(제2부
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조)에 따라 수정됩니다. 이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 전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펀드 주식의 해당 거래통화 간 환율이 본
계산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 사용된 주당 순자산가치는 상기 17.3항에 명시된 관련 펀드의 순자산가치 상의 수정을 반영
합니다.

20.

같은 펀드에 속한 상이한 주식클래스 간 또는 다른 하위펀드들에 속한 상이한 주식클래스 간 전환은 이
투자설명서의 “펀드 및 주식클래스 간의 전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들 및/또는 해당 주식의
보유가 이 투자설명서의 “주식클래스 및 주식의 유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선별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전환에 대해서 해당 판매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수수료는 전환 시 공제되어 해당 판매회사에 지급됩니다. 두 펀드의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주식간
기타 전환은 수수료가 없는 반면,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과도하게 빈번한 전환이 있는 경우 자의에
따라(사전 통지 없이) 그 재량으로 추가 전환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급할 수수료 금액을 순자산가치의
최고 2%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수수료는 전환시 공제되며, 해당 판매회사나 주 판매회사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사회는 자신이 적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기한 요건들을 변경
또는 포기하고 이사회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의 결산
21.

이 투자회사는 이 투자회사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투자된 시장에서 외환통제요건으로 인하여 장애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제약요소가 있거나, 또는 이 투자회사의 유동성이 환매요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
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8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환매대금의 지급기간을 투자물의 매도대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22항에 설명된 것처럼 환매대금은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금지 또는 국제 금융 제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환매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현물 매입 신청 및 환매
22.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매입가격 전체 혹은 일부의 현물납입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최초투자 및 추가투자를 위한 최소매입금액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현물납입 증권의 가치(해
당 수수료와 비용 공제 후 기준)는 펀드주식의 매입가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현물납입된 증권의 가치는
룩셈부르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거래일에 평가되며 감사인의 특별보고서를 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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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또한 최소거래금액 및 최소보유금액 요건을 준수하여, 환매
대상 주식의 가격(C클래스 및 기타 주식클래스와 붙임 II에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부 이연 판매수수료
를 차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관련 펀드의 포트폴리오로부터의 투자자산(상기 13항 및 14항에 따라
산정됨)을 주주에게 현물로 배정함으로써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전
될 자산의 성질과 형태는 공평한 기준에 의해 그리고 동일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는 다른 주주의 이익
을 해함이 없이 결정되며 해당 거래일에 평가됩니다. 룩셈부르크 법에 해당 환매 사안은 감사인의 특
별보고서를 요할 수 있습니다. 현물매입 및 환매는 당해 자산에 따라 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물환매의 경우 이러한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
거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 하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주식을 환매할 경우에 부과될 가능성
이 있는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의 최고액과 최저액, 그리고 감경액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현물매입 및 환매가 언제나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단독 재량으로 현물 매입/환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의 주식 거래
24.

주 판매회사는 자신이 거래주체로서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있으며, 주식의 발행, 환매 또는 전
환을 신청 또는 요청받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그 단독
재량으로 해당 거래의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신청자가 이 같은 거래
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주들이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서비스 담당부서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 판매회사와 거래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거래는
이 투자회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 환매 또는 전환에 적용되는 가격 및 결제조건과 동일한 가격 및 결
제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 판매회사는 상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결제 불이행
25.

주식 신청자가 주식 청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일까지 최초 신청을 위한 완전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은 이 투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식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경우,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 투자회사가 완전한 최초
신청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매 또는 전환 지시는 거부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가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전환지시에 따른 거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환매에 대한 대금지급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은 이 투자회사나 주 판매회사에게 신청인이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약정일까지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항에 명시된 손실 계산을 함에 있어 거래일과 거래의 취소일간 또는 거래일과 주식의 환매일간의
관련 주식가격 동향과 이 투자회사 또는 해당 경우 주 판매회사가 신청인을 상대로 절차를 취함에 있
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주 판매회사는 신청인의 결제 지연으로 인해 이 투자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재량에 따
라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합니다. 주식에 대한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 판매회사는, 이
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주주명부상에 변경 기
재를 이 투자회사에 지시할 수 있고, 관련 거래의 완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을 환매하고, 신
청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있거나 해당 배상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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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회사는 주식 매수 대금의 조기 결제와 환매 대금의 결제 지연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주식 매수
대금의 결제 지연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이 투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주 판매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지급액과 상계하도록 보관회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주 판매회사는 고객의 계좌

의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취득할 것입니다. 주 판매회사는 개별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이자 수익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강제 환매
26.

이 투자회사의 총 순자산가치가 미화 100,000,000 달러 (또는 그 등가액) 미만이 되는 경우, 기존의 모
든 주식 중 이미 환매되지 않은 주식은 주주에게 통지하여 환매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특정 주식 클
래스의 순자산가치가 미화 50,000,000 달러 (또는 그 등가액)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상기 3항, 4항 및 8
항에 기재된 상황 시에는 해당 클래스의 주식을 환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환매 및 전환에 대한 제한
27.

회사는 아래 29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펀드의 모든 종류의 발행된 또는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가치의 10%를 초과하여 일 거래일에 환매하거나 전환할 의무를 갖지 아니합니다.

중지 및 연기
28.

아래 상황을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서 여하한 펀드의 평가(및 그로 인한 발행, 환매 및 전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펀드에 편입된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의 가격이 정해지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시장이 폐쇄 (또는 정
기 휴일)되거나, 거래가 중지 또는 제한되는 기간

•

이 투자회사가 소유한 자산 중 해당 펀드에 속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비상사
태가 존재하는 기간

•

해당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격 또는 가치의 결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 또는 증권거래소 또
는 기타 시장에서 현재 가격 또는 가치의 결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이 고장인 기간

•

이 투자회사가 해당 주식의 환매대금 지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없는 기간, 또는 투자물의 실현
또는 취득을 위한 자금이전이나 주식의 환매와 관련한 지급이 이사들의 의견으로 정상적인 환율로 이
루어질 수 없는 기간

•

이 투자회사의 어느 자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

•

상기 8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펀드의 폐지에 대한 통지가 있었거나 그를 위한 결의가 통과된 경우

•

주식 발행의 중지와 관련하여,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해산 통지가 주어진 기간

•

펀드(“자펀드”)가 2010년 법 제9장에 따라 그 순자산의 85% 이상을 여타 UCITS의 수익권 또는 주식
(또는 그 하위펀드)(“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만일 모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이 중지되었
을 경우 자펀드의 평가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29.

이 투자회사는 각 중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는 주식의 환매 또는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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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각 펀드의 모든 종류의 주식에 대한 환매 또는 전환으로서 그 환매 또는 전환 요구액이 해당 펀드 가
치의 일정 수준(현재 10%로 결정되어 있음)을 초과하는 경우, 이 투자회사는 해당 펀드의 주식을 일
거래일에 환매하거나 전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지시를 연기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사회가
해당 펀드 내 여하한 주식 클래스 보유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 경
우, 이 투자회사는 환매나 전환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상기 두 경우, 이 투자회사가 가능한 한 신속
하게 해당 펀드의 자산을 실행할 때까지 또는 상기 예외적인 상황이 중지될 때까지, 이사회는 그 단독
재량으로 상기 환매 및 전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연기된 환매 및 전환은 보유 비율에
따라 추후 환매 및 전환 요청보다 우선하여 처리됩니다.

31.

환매 또는 전환의 중지 또는 연기기간 동안 주주는 이 투자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당 연기 또는
중지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는 거래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수령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주주가 보유하는 이 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가 결제자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해당 주주
는 해당 보유주식을 환매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32.

기명주식의 양도는 적절한 양식에 따른 양도증서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
니다. 주식의 양도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규정된 최소보유금액(현재 미화 5,000
달러 또는 그 등가액)보다 작은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보유주식의 환매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투자 이후 최소보유금액이 미화 50,000 달러 또는 그 등가액인 H클래스
및 동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D클래스, DD클래스, I클래스, I A클래스, J클래스, S클래스, T클래스, U
클래스, X클래스 및 Z클래스는 예외.

검인
33.

주주의 사망시, 이사회는 해당 주주의 법적 승계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적절한 법적 문서의 제공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주주가 다른 사람과 투자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생존한 주주에게로 이전됩니다.

배당
34.

정관에 따르면 최저 법정 자본금(현재 1,250,000 유로의 상당액)을 유지하기만 하면 배당에 대한 기타
제한은 없습니다. 이사들은 모든 펀드에 대하여 중간 배당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회의 현 배당
정책은 이 투자설명서의 “배당”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책 또는 관행 변경
35.

정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또는 규제 요건에 따라, 이사들은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책
이나 관행을 개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재량
에 따라 이 투자회사의 업무절차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 대한 방침
38.

중개인로서 행위하는 금융기관(또는 이들이 지명한 자)에게 이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는
중개인의 고객이 회사의 직접적인 주주인 것처럼 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의무와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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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V] 추가 정보
이 투자회사의 연혁
1.

이 투자회사는 룩셈부르크 상사등기소에 B. 127481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 등기소에서 이 투자회사
의 정관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항 참조)

2.

이 투자회사의 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정관은 룩셈부르크 관보인

Recueil des Sociétés et Associations du Mémorial(“관보”)에 2007년 5월 25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동
정관은 2017년 1월 20일 개정 및 재작성되었으며 2018년 1월 30일자로 상기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3.

이 투자회사는 유럽공동체 지침 2001/107/EC 및 2001/108/EC를 집행하는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
의 제1부에 따라 2007년 5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4.

2007년 5월 4일 이 투자회사는 BlackRock (Luxembourg) S.A.를 그 운용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5.

주식은 이 투자설명서만을 기준으로 매매 제의됩니다.

이사들의 보상 및 기타 혜택
6.

정관에는 이사들의 보상(연금과 기타 복지혜택을 포함)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사들은 회사
로부터 보수와 지출비용을 받습니다. (블랙록 그룹의 직원이 아닌) 이사들은 연간 서비스 보수에서 보
수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블랙록 그룹의 직원이 아닌 이사들이 지급받는 보수는 이 투자회사의
연간보고서에 수시로 공개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이사로 일하는 BlackRock 그룹 직원은 보수를 수령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감사
7.

20, Boulevard de Kockelscheuer L-1821 Luxembourg에 소재한 Deloitte S.A.가 이 투자회사의 감사입니다.

관리 조직
8.

투자자문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 및 다른 이에게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
자는 “펀드의 투자운용” 부분에 명시된 투자자문회사들인 BlackRock Financial Management, Inc., BlackRock
Institutional Trust Company N.A.,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및 BlackRock (Singapore) Limited에 일부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몇몇 펀드의 경우,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는 BlackRock Asset Management North Asia Limited (그 등록사무소는 16/F
Champion Tower, 3 Garden Road Central, Hong Kong임).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그 등록사무소는 Level 26, 101 Collins Street, Melbourne 3000, Australia임) 및 BlackRock Japan Co., Ltd. (그 등
록사무소는 1-8-3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8217, Japan임)에게 일부 업무를 재위탁 하였습니다.
9.

주 판매회사

주 판매회사는 1986년 5월 16일 영국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집합투
자업자는 판매, 판매촉진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하여 주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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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판매회사의 등록사무소는 12 Throgmorton Avenue, London EC2N 2DL, United Kingdom입니다. 주 판매회사
는 영국 FCA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는 일부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BlackRock (Channel Islands) Limited를 선임하였습니다.
BlackRock (Channel Islands) Limited(“BCI”)는 1972년 8월 10일 저지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유한책임회
사로 설립되었습니다.
BCI의 등록사무소는 Aztec Group House, 11-15 Seaton Place, St Helier, Jersey, Channel Islands, JE4 0QH
입니다.
10.

투자 서비스

집합투자업자는 거래 편의와 관련 투자자 지원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블랙록 그룹 내 여러 회사들과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11.

보관회사

이 투자회사는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 룩셈부르크 지점을 통하여 행위하는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를 보관계약에 따라 2010년 법에 따른 그 보관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는 독일 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등록사무소를 Brienner Str. 59, 80333
München, Germany에 두고 있으며 뮌헨 상사등기법원에 등록번호 제HRB 42872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동 회사
는 유럽중앙은행(ECB), 독일연방금융감독청(German Federal Financial Services Supervisory Authority (BaFin)) 및
독일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신용기관입니다.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 룩셈부르크 지점은 룩셈부르
크 CSSF로부터 보관회사로 행위하도록 인가를 받았으며 예탁업무,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및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회사는 룩셈부르크 상사등기소에 등록번호 제B 148 186호로 등록되었습니다.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 GmbH는 State Street 그룹사 중 하나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 State Street Corporation
을 최종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보관회사의 업무
이 투자회사와 보관회사의 관계는 보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관계약에 의거 보관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

주식 판매, 발행, 재매입, 환매 및 소각이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

주식 가치가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도록 하는 일

-

관계법령 및 정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투자회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일

-

이 투자회사의 자산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통상적인 시한 이내에 송금되도록 하는 일

-

이 투자회사의 수익이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되도록 하는 일

-

이 투자회사의 현금 및 현금 흐름을 모니터 하는 일

-

보관될 금융상품의 안전한 보관 및 여타 자산의 소유권 확인 및 장부유지를 포함하여 이 투자회사의 자
산을 안전하게 보관 하는 일
133

보관회사의 책임
보관회사가 보관하는 금융상품을 분실한 경우, UCITS 지침 및 특히 UCITS 규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관회사는 동일한 유형 또는 상당액의 금융상품을 이 투자회사에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보관회사가 보관하는 금융상품 손실이 보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
였으며, UCITS 지침에 따라 이를 반증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결과가 불
가피하였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보관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보관회사가 보관하는 금융상품 분실이 발생한 경우, 주주들은 직접 혹은 이 투자회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보관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중복 보상 또는 주주 간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보관회사는 UCITS 지침에 따른 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에 대한 보관회사의 과실 또는 고의
적 불이행의 결과로 이 투자회사에게 발생한 기타 모든 손실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보관회사는 그의 직무 및 의무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혹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적, 간접적
또는 특별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탁
보관회사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자신의 업무 전체 또는 여하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나,
보관회사의 이 같은 책임은 보관회사가 제3자에게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의 보관업무를 위탁한 사실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관회사의 책임은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회사의 보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관회사는 UCITS 지침 제22(5)(a)조에 명시된 자산 안전보관 의무를 Copley Place 100, Huntington Avenue,
Boston, Massachusetts 02116, USA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에 위탁하
였으며, 동 회사는 보관회사의 글로벌 하위보관회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글로벌 하위보관회사로서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는 State Street Global Custody Network 내 현지 하위보관회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보관 업무 위탁 및 관련 업무수탁사 및 하위수탁사들에 관한 정보는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 혹은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www.statestreet.com/about/office-locations/luxembourg/subcustodians.html.
이해상충
보관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동시에 행위하는
여러 기업 및 사업체로 구성된 세계적인 그룹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
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은 보관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이 투자회사와의 약정 또는 별도의 계약
이나 여타 약정에 의거한 행동에 가담할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i)

이 투자회사에 명의대리인,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및 명의개서대리인, 리서치, 증권대여중개인, 투자
운용업무, 금융자문 및/또는 기타 자문을 제공하는 일

(ii)

우선적으로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기타 고객을 위하여 외환, 파생상품, 원금대출, 중개, 시
장조성 또는 기타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이 투자회사와의 은행, 매도 및 매매 거래에 가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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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언급한 행동들과 관련하여 보관회사 또는 그 계열사들은:
(i)

위 행동들로부터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며, 여하한 형태의 수익 또는 보상을 수령 및 보유할 자격이
주어지고, 여하한 비용, 요금, 수수료, 수익, 스프레드, 가격인상, 가격인하, 이자, 리베이트, 할인 또는
위 행동들과 관련하여 수령한 기타 급부를 포함하는 여하한 수익 또는 보상의 성격이나 금액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에 공시할 의무가 없고,

(ii)

우선적으로 보관회사 스스로의 이익, 그 계열사들의 이익, 또는 기타 고객을 위하여 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이나 기구를 매수, 매도, 발행, 거래 또는 보유할 것이며,

(iii)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중 이 투자회사가 이용 불가한 정보를 토대로 이행한 거래를 포함한 거래
들에 대하여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거래할 수 있고,

(iv)

이 투자회사의 경쟁자들을 포함하는 기타 고객들에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v)

이 투자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이 투자회사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보관회사의 계열사를 이용하여 이 투자회사의 계산으로 외환, 실물 및 스왑거래를 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계열사는 이 투자회사의 중개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가 아닌 주역으
로서 행위하여야 합니다. 동 계열사는 이 같은 계약들로부터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며, 여하한 수익을 보유
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 투자회사에 해당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열사는 이 투자회사와 합의한 제조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현금이 은행인 계열사에 예치된 경우, 동 계열사가 해당 계좌에 지불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이자 및 해당 현금을 수탁자가 아닌 은행으로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기
타 수익에 관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또한 보관회사 또는 그 계열사
들의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가 하위수탁회사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객관적인 평가 기준 외에 (a) 최저부과수수료, 수수료 리베이트 또는 유사 혜택들을 포함하는 비용요소
및 (b) 보관회사가 보다 넓은 관계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행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쌍방향의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하위수탁회사 선정 및 다수의 하위수탁회사에 대한 자산 배분으로부터 기인하는 상충

(2)

계열 및 비계열의 하위수탁회사가 다른 고객을 위하여 또는 하위수탁회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행
위하는 경우,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음

(3)

계열 및 비계열의 하위수탁회사가 고객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있으며 보관회사를 그 계약상대
방으로 생각하는 경우, 보관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음

(4)

하위수탁회사는 고객 자산에 반하는 시장기반의 채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
권거래에 지불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행하게 할 수 있음.

보관회사는 그의 직무를 이행할 시 정직하며 공평하며 전문적이며 독립적으로 행위할 것이며, 오직 이 투자
회사 및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것입니다.
135

보관회사는 잠재적으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보관회사의 기타 업무로부터 보관회사의 보관업무를 기능 및 순
위에 따라 분리하였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개별적인 보고 라인, 업무 분담 및 경영보고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및 보관관련 문제를 적절히 인식, 관리 및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관회사가 하위수탁회사를 이
용할 시, 보관회사는 몇몇 잠재적 상충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계약상 제한규정을 두며, 동 하위수탁회사가 고수
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유지합니다. 나아가 보관회사는
내외부 감사통제를 받는 기초적인 기능과 더불어 고객의 활동 및 보유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빈번하게 제공합니
다. 마지막으로, 보관회사는 내부적으로 그의 보관업무와 회사의 고유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분리시켰으며, 직원
들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기준을 따릅니다.
보관회사, 보관회사의 직무,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상충, 보관회사가 위탁한 보관기능, 위탁사 및 하위위탁
사들의 목록 및 이와 같은 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이해상충에 관한 최신 정보는 요청시 주
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12.

펀드회계담당회사

집합투자업자는 State Street Bank International(“펀드회계담당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펀드회계담당회사
는 동 계약에 따라 펀드회계업무, 순자산가치 결정 및 관련 업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
법규에 따라 펀드회계담당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및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제3자, 회사 또는 기업에 특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3.

명의개서대리인

집합투자업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명의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개서대리인은 동 계약에 따라 신청 및 거
래의 처리, 주주명부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포함한 필요한 명의개서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14.

보관회사 겸 펀드회계담당회사와 블랙록 그룹 간의 관계

보관회사 및 펀드회계담당회사의 관계회사는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및 그의 일부
관계회사에게 그들의 투자운용업무 일반에 관하여 보관 및 펀드 회계 업무를 제공합니다.
15.

이해상충

집합투자업자 및 기타 BlackRock 그룹사는 다른 고객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BlackRock 그룹사,
그들의 직원 및 그들의 다른 고객들은 집합투자업자 및 그의 고객들과 이해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습
니다. BlackRock은 이해상충 방침을 유지합니다 고객을 위해 행위하는 모든 거래에서 고객의 이익 손상
위험은 존재하지 않도록 고객의 이익 손상 위험을 완전히 경감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BlackRock이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경감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해
상충 시나리오의 종류는 아래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문서 및 명시된 이해상충 시나리오는 수시로 업데
이트 될 수 있습니다.
16.

BlackRock 그룹사 내의 이해상충 관계

개인계정(PA) 거래
BlackRock그룹사 직원은 개인 계정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동시에 고객들의 투자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충분한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고객의 거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직원 거래가 사전에 미리 허가 받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계정 거래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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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계
BlackRock 그룹사 직원들은 BlackRock 고객들의 직원들 혹은 그 고객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관계는 고객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직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직원들이 모든 가능한 이해상충을 신고해야 하는 이해상충 정책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17.

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

프로바이더 알라딘(Provider Aladdin)
BlackRock 그룹사는 그 투자 운용 사업 전반에 Aladdin 소프트웨어를 단일 기술 플랫폼으로서 사용합니
다. 보관 및 펀드 사무관리 업무수탁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가 이용한 데이터에 접근하
기 위해 Aladdin 소프트웨어의 형태인 Provider Aladd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업무수탁자들은
BlackRock 그룹사에 Provider Aladdin의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Provider Aladdin을 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이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수탁자를 임명하거나 재임명하도록 하는 유

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잠재적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계약은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로 체결됩니다.

판매 관계
주요 판매대행회사는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 3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
은 고객들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제3자가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습
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이러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모든 법과 규정 요건을 준수합니다.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은 투자자들이 펀드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 발생합니다. 펀드의 다른 고객들은 그들의 가입
및 탈퇴비용을 부담할 위험을 가집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반희석화 규정을 포함하여 타인의 행위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18.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

수수료 & 리서치
관련 규제에 의거 허용될 경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MiFID II의 범위 안에 포함된 펀드는 제외) 펀
드의 하위집합투자업자로 행위하는 특정 BlackRock 그룹사들은 특정 관할권에서 특정 브로커를 통해
지분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외부 리서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서치가 해당 거래 비용을 부담한 고객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고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계약은 다른 펀드에 비해 어느 펀드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관련
규제 및 각 지역의 시장 관행을 준수하기 위한 수수료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매수주문의 타이밍
거의 비슷한 시간 혹은 같은 시간에 발생한 동일 증권에 대한 같은 방향의 다수의 매수주문을 처리 할 경우,
투자자문회사는 주문들의 성격, 규제적 제한 혹은 당시 시장 조건을 고려하여 각 주문에 공정하게 일관성 있
도록 최선의 전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통상, 이는 상충되는 매수주문의 통합을 통해 달성됩니다.
트레이더가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상충되는 매수주문을 통합하지 않거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문을
취합한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주문이 다른 주문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
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주문이 통합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펀드의 특정 거래 지시에 비하여,
다른 고객에게 더 이익이 되는 실행가격이 달성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주문의
순서 및 취합을 규율하는 주문 처리 절차 및 투자 할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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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롱 포지션 및 숏 포지션
투자자문회사는 다른 고객들을 위해 같은 시간에 동일 증권에서 정반대의 포지션(즉, 롱과 숏)을 설정하
거나 보유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 또는 다른 한쪽에 있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고객들에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lackRock 그룹사의 투자운용팀들은 롱 계약만을 가지고 있거나 롱-숏
계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증권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 결정은 또한 다른 고객 계좌에서의 롱 포
지션의 가격, 유동성 또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BlackRock 그
룹사는 계좌들을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한 롱숏 (병행)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 – 가격책정 상충
동일 증권에 대한 다수의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문회사는 증권 매수 주문을 동일 증권에 대한 다른
고객의 매도 주문을 일치시킴으로서 자전거래라고 알려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전 거래시, 예
컨대,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체결되지 않는 등 그 결과가 각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전” 거래 방법을 명시한
글로벌 자전 거래 방침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관리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MNPI)
BlackRock 그룹사는 BlackRock 그룹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하는 상장 증권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MNPI)를 수령합니다.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BlackRock 그룹사는 정보 장벽을 세우고 해당
증권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투자 팀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객 계좌의 투자 성과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미공개 중요 정보 장벽 정책을 실행합니다.
BlackRock의 투자 제약 혹은 제한 및 관련 당사자들
이 투자회사는 BlackRock 그룹사의 고객 계좌 전체에 합산하여 적용되는 특정 관할권에서의 소유한도
및 보고의무에 따라 투자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
써 고객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제한된 투자 기회를 관련 계좌들
간에 공정하게 할당하기 위한 투자 및 거래 할당 정책에 따라 이러한 상충을 해결합니다.

관련 당사자 상품 투자
고객들에게 투자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다른

고객들을 대신하여

BlackRock 그룹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또한 BlackRock 혹은 그 계열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BlackRock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lackRock은 투자 지침을 따르고자 하며, 사업 및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운용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공동의 경영진 또는 지배에 의하여 또는 자본금이나 의
결권의 1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연관된 여타 회사가 직접 운용 또는 위탁 운용하는
UCITS 및/또는 기타 UCI(‘투자제한’ 3.1.6항에 정의됨)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하여 이 투자회사에 어떠한 운
용보수, 매입 또는 상환 수수료도 청구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UCITS 및/또는 기타 UCI와 관련
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투자회사의 해당 UCITS 및/또는 기타 UCI 지분 투자에 대하여
성과보수가 청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투자회사는 여타 UCITS 또는 UCI의 일반사무관리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연간 서비스 보수 및 기타 보수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펀드, 여타 UCITS 및/또는 UCI에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블랙록 그룹 회사들은 여타 UCITS 및/또는 UCI로 하여
금 블랙록 그룹이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기타 상품(펀드 포함)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도록 자문할 수 있습니다.
‘투자제한’의 3.5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회사는 블랙록 그룹 내 회사를 증권대여중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이 선임된 증권대여중개인은 재량에 따라 매우 등급이 높은 전문금융기관(이하 “거래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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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BlackRock, Inc.의 계열사들은 이러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일별
시가기준으로 평가되며, 대차 증권은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상환 됩니다. 증권대여중개인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는 BlackRock Advisers (UK) Limited가 수령한 보수로 부담한
운영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상기와 같은 대주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3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 배분 및 주문 순서
고객을 대리하여 증권을 거래 할 경우, 거래는 통합될 수 있으며 다수의 거래들로 실행된 통합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객의 주문과 함께 실행된 해당 거래들은 분배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위집합
투자업자가 특정 고객 계좌로 거래를 분배할 수 있는 용이성은 고객이 지시한 거래 규모에 따른 해당
거래의 규모 및 가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분 과정은 고객이 최선의 가격으로 체결된 거래의
이익 전부를 수령하지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모든 고객 계좌를 지속
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하기 위한 투자 및 거래 배분 방침에 따라 이러한 이해상충을 관리합니다.

펀드 룩 스루(Look Through)
BlackRock 그룹사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BlackRock 펀드 자산에 투자할 경우 정보 이득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이득은 BlackRock 그룹사가 하위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먼저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수익권의 가격을
조정하고 반희석화 장치를 통해 손상 위험을 완화시킵니다.

병행 운용: 성과보수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상이한 보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고객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정 수준의 보수 혹은 보수가 없는 계좌에 비해 성과보수를 지불하는 계좌를 유리하게 하도록 직원들
을 유인함으로써, 유사한 계약관계의 고객 계좌 간 성과수준의 불일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BlackRock
그룹사는 사업 및 윤리강령의 준수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합니다.
19.

법령 및 기타 정보

이 투자회사의 등록사무소 및 BlackRock (Luxembourg) S.A.의 사무소 35A, avenue J.F. Kennedy, Luxembourg
에서 주중(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중 감사를 위하여 다음 서류(해당되는 경우 확인된 번역과 함께)
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정관 및
이 투자회사와 그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수시로 변경 가능하며 대체될 수 있음)간에 체결된 주요
계약들.
이 투자회사 정관 사본은 상기 주소에서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널리 유통됩니다. 의도된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을 포함합니다.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의도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널리 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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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VI] 성과보수의 산정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들이 다수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아래
와 같습니다.
벤치마크

성과보수 산정 목적상 각 펀드의 성과 측정 시 대조되는 지수나 금리를 말합니다(각 펀드의 벤
치마크 정보는 붙임 II 참조). 선정된 벤치마크가 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집합투
자업자의 판단으로 해당 벤치마크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적합한 대체 지수가 벤치마크
산정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

벤치마크가 지수인 경우 벤치마크의 성과 수익률의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 평가일에 산정
되며 벤치마크의 당일 평가액과 직전 평가일의 평가액 간의 차액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벤치
마크가 금리를 기반으로 한 경우 해당 금리의 매 평가일 매도호가의 산술평균값에 해당합니다.
특정 평가일에 벤치마크의 평가액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성과보수 발생 여부에 관한 결정은 벤
치마크의 평가액이 공표되는 평가일까지 연기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독립적으로 취득한 호
가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시장관행에 따라 산정됩니다.

현재 순자산가치

펀드의 특정 주식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펀드 또는 주식 클래스에서 정기적

(Current NAV)

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직전일 성과보수 잔액 포함)을 차감합니다.

성과보수의 실현화

비록 실제 지급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성과보수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

(Crystallisation)

점을 말합니다. 성과보수의 실현화(crystallisation)는 성과보수가 지급된 경우 회계연도 종료시점
또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보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 전환 또는 양도하는 거래일에 일어
납니다(이러한 실현화는 환매, 전환 또는 양도 되는 주식 비율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이 투자회사의 회계연도로 매년 6월 1일자로 개시되고 매해 5월 31일에 종료합니다.

하이워터마크

(i)

어느 주식 클래스의 최초 성과산정기간에는 최초 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High Watermark)

(ii)

이후 성과산정기간에는, 성과보수가 지급된 바로 전 성과산정기간 말일의 주당 순자산가치.

설정 순자산가치

주식 클래스 설정일 현재 최초 1주당 가격.

(Launch NAV)
주당 순자산가치 수익률 Type B 펀드의 경우 매 평가일에 산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식클래스의 주당 현재 순자산가치
와 주당 직전 순자산가치 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분배된 배당금은 해당 주식클래스의 성과 산정
목적상 재차 포함됩니다.
성과산정기간

각 주식클래스의 최초 성과산정기간은 해당 주식클래스의 판매개시일자로 개시되어 해당 펀드
의 최초 회계연도의 종료일까지 지속됩니다. 그 후, 후속 성과산정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
터 다음 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직전 순자산가치

직전 평가일에 펀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뿐만 아니라 성과보수를

(Prior Day NAV)

차감한 이후 펀드의 특정 주식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말합니다.

참조 순자산가치

Type A 펀드의 경우, 참조 순자산가치는 (벤치마크 수익률에 의하여 조정된) 아래의 각 호 중 더

(Reference NAV)

높은 값으로 합니다:
(a)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 또는

(b)

금액가중가격.

각 경우 해당 성과산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식에 대한 배당률 만큼 감소됩니다.
금액가중가격

(i)

설정 순자산가치; 또는

(Money Weighted Price)

(ii)

후속 성과산정기간의 초일에 다음 중 더 높은 값:

(iii)

(a)

직전일의 금액가중가격; 및

(b)

성과보수가 지급된 경우 직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

여타 평가일의 경우, 해당 평가일에 주식 클래스 설정분 또는 전환분으로 조정된 직전일의
금액가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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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가 적용되는 방식
요약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기타 보수 및 비용에 더해 붙임 II에서 표시된 특정 주식클래스에 대해 성과보수가 집
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가지 산정방식이 사용되고 각 방식에 따라 유형 A 및 유형 B로 구분됩니다.

각 펀드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은 붙임 II에 표시되어 있으며 산정방식에 관한 설명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 및 발생주의
매 평가일에, 각 주식 클래스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성과보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성과산정기간의 초일부

터 발생한 누적 성과보수는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계속 포함됩니다.
Type A 펀드의 경우, 참조 순자산가치에 활용하기 위하여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와 금액가중가격이
동시에 산정됩니다.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는 각 성과산정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으며 성과보수가 발생/지급된 경우
각 성과보수기간 말일에만 상향 조정됩니다.
금액가중가격은 각 평가일의 관련 주식 클래스 설정 및/또는 전환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일에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됩니다.
해당 주식 클래스 설정 및/또는 전환분의 평균 가액이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보다 높은 주당 순자산
가치인 수준인 경우 금액가중가격은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보다 높아집니다.
해당 주식 클래스 설정 및/또는 전환분의 평균 가액이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보다 낮은 주당 순자산
가치 수준인 경우 금액가중가액은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보다 낮아집니다.
각 평가일에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와 금액가중가격 중 더 높은 값이 참조 순자산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즉, 금액가중가격이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보다 높은 경우 참조 순자산가치는 금액가중가
격이 되고,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합니다). 참조 순자산가치는 항상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 보다
높거나 같게 됩니다.
해당 주식 클래스의 주당 현재 순자산가치가 참조 순자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성과보수 발생분을 산정합니다.
어느 주식 클래스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분은 주당 현재 순자산가치와 참조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에 대한 (붙
임 II에 명시한) 비율에 주식 클래스의 평가일의 기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당 현재 순

자산가치가 참조 순자산가치 아래로 감소하는 경우 하회투자성과가 회복될 때까지 성과보수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하회투자성과는 다음 성과산정기간으로 이월되며 주식 클래스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Type A 펀드의 경우, 참조 순자산가치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비록 감소치가 하이워터
마크(High Watermark) 가치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하향조정됩니다.
Type B 펀드의 경우, 발생예정 성과보수는 해당 주식클래스의 주식 수익률당 순자산가치가 관련 벤치마크 수
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주식 순자산가치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 성과보

수 발생분은 차액에 대한 (붙임 II에 명시된) 해당 비율에 해당 주식 클래스에 대한 평가일의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식 수익률당 순자산가치가 관련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하회
성과가 회복될 때까지는 어떠한 성과보수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과보수의 지급에 앞서 집합투자업자
가 회복하도록 요구되는 하회성과는 매 평가시점 현재 펀드 내에서 (환매의 경우) 주주들의 잔여 보유분에
비례하여 다음 성과산정기간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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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 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주식 클래스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
우에는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에 적용되는 통화
순자산가치(NAV) 통화
(Type A 및 Type B 펀드 모두) 성과보수 산정 목적상, (a) (Type B 펀드에 대한) 주식 수익률당 순자산가치, (b)
직전 순자산가치, (c) 현재 순자산가치 및 (d) (Type A 펀드의 경우) 참조 순자산가치는 ((a)부터 (d)까지를 이
하 “성과보수 순자산가치”라 함) 해당 주식클래스의 표시통화와는 상관없이 전체 주식클래스(헷지된 주식클래
스는 제외)에 대한 관련 펀드의 기준통화로 산정되고 표시됩니다.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우 성과보수 순자
산가치는 해당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통화로 산정됩니다.
벤치마크 통화
Type A 펀드의 경우, 적용되는 벤치마크는 해당 펀드의 벤치마크가 되어(붙임 II에 표시됨) 해당 주식클래스
의 표시통화와는 상관없이 전체 주식클래스(헷지된 주식클래스는 제외)에 대한 펀드의 기준통화로 표시됩니
다.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경우 펀드의 벤치마크(붙임 II에 표시됨)는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통화로 표시됩니

다.

단, 해당 벤치마크가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현지 통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해당 헷지된 주식클래스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적합한 대체 지수가 사용될 것입니다. 펀드들이 사용
하는 대체 벤치마크의 상세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시 제공됩니다.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다음 펀
드들은 특정 헷지된 주식클래스들에 대하여 대체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펀드

기준통화

헤지 주식
클래스 통화

주식 클래스
통화표시 벤치마크

대체 벤치마크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BlackRock Americas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

3개월 LIBOR
(미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해당 없음

스톡홀름 3개월 은행간 대출 금리
(Stockholm Interbank Offered
Rates 3 Month)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BlackRock Americas
Diversified Equity Absolute
Return Fund)

3개월 LIBOR
(미달러화)

브라질 헤알화

해당 없음

브라질 CETIP DI 은행간 예금금리
(Brazil CETIP DI Interbank
Deposit Rate)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벤치마크 관리자가 벤치마크 규정상 ESMA에서 유지하는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1011” (“벤치마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부는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에 추가로 기재된 바와 같이 https://registers.esma.europa.eu/publication/searchRegister?core=esma_
registers_bench_entities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Type B 펀드의 경우, 적용되는 벤치마크는 해당 펀드의 벤치마크가 되어(붙임 II에 표시됨) 해당 주식클래스
의 표시통화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해당 주식클래스의 헷지된 주식클래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식클래스
에 대한 펀드의 기준통화로 산정됩니다.
성과보수의 실현화(Crystallisation)
성과보수의 실현화(crystallisation)는 매 성과산정기간 종료일자로 발생됩니다.
과산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펀드에서 집합투자업자에게로 후급됩니다.

지불되어야 할 성과보수는 성

따라서, 일단 성과보수가 실현화되면

(crystallised) 해당 시점 현재 후속 성과산정기간으로 지급된 성과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반환금도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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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성과산정기간 종료 전에 자신의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 또는 전환하는 경우, 환매대상
주식에 대해 발생된 성과보수는 당해 거래일로 실현화되어(crystallised) 그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될 것입
니다.
성과 한도(Performance cap)
청구될 수 있는 성과보수 금액은 성과 증가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없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감사는 지급된 성과보수의 산정을 매년 감사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발생금액(accrual)이 펀드
나 주식클래스에서 집합투자업자에게 최종 지급될 성과보수채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냄을 확인해야 합
니다.
주의: 성과보수는 개별 주주의 보유주식이 아닌 해당 펀드 주식클래스의 성과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성과
보수가 개별 주주의 보유주식에 기초하여 산정될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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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VII] 증권금융거래 공시
일반사항
증권대여, 환매조건부거래,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s, TRS) 및 차액계약(CFD)과 같은 증권금융거래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는 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및/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모든 펀드(각 펀드의 투자목적 및 방침을 전제로)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은 고정 또는 변동 지급금을 지급할 권리에 대하여 특정한 기준자산, 지수 또는 자산 바스켓의 총
수익, 쿠폰에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더한 값을 지급받을 권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들은 스왑 지
급금의 지급인 또는 수령인의 자격으로 스왑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액계약은 스왑과 유사하며 특정 펀드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액계약 (CFD)은 매입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증권의 현재 가치와 계약 체결시점의 가치 간의 차액을 매입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일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대로 매입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증권금융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환매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이 증권, 상품, 또는 증권/상품의 권원과 관련된 보증권(해당 증권 또는 상품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계약에 의해 거래당사자가 특정 증권 또는
상품을 한 번에 1인 이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전하는 동시에
동일 자산 또는 동일한 내역의 대체 증권 또는 상품을 미래의 명시되거나 명시될 일자에 명시된 가격으
로 환매하겠다는 이전인(transferor)의 약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거래를 뜻함. 증권 또는
상품을 매도하는 당사자에게는 환매조건부거래, 매수하는 당사자에게는 역환매조건부거래를 구성함.)

b)

증권대여 및 증권차입 (거래상대방이 증권, 또는 증권의 권원와 관련된 보증권(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발행힌 것으로서 계약에 의해 거래당사자가 특정 증권을 한 번에 1인
이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전하는 동시에 동일 자산 또는 동
일한 내역의 대체 증권을 미래의 명시되거나 명시될 일자에 명시된 가격으로 환매하겠다는 이전인
(transferor)의 약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거래를 뜻함. 증권을 매도하는 당사자에게는
환매조건부거래, 매수하는 당사자에게는 역환매조건부거래를 구성함.)

c)

재매도조건부매매거래(buy-sell back transaction) 또는 재매입조건부매매거래(sell-buy back transaction)
(거래상대방이 증권, 상품 또는 동일한 내역의 보증권을 미래 일자에 명시된 가격에 재매입 또는 재매
도하기로 합의하고 증권, 상품 또는 증권/상품의 권원과 관련한 보증권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거래를
뜻함. 증권, 상품 또는 보증권을 매입하는 거래당사자에게는 재매도조건부매매거래(buy-sell back
transaction), 매도하는 거래당사자에게는 재매입조건부매매거래(sell-buy back transaction)를 구성하며,
그러한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buy-sell back transaction) 또는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sell-buy back
transaction)는 환매조건부거래 또는 역환매조건부거래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함); 그리고

d)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 (거래상대방이 증권의 매입, 매도, 보유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을 제
공하는 거래를 의미하나, 증권의 형태를 가지는 담보물로 담보되는 기타 대출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증권금융거래,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자산은 주식증권,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집
합투자기구,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포함합니다. 해당 자산의 활용은 펀드의 투자목적 및 방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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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선정 및 검토
투자자문회사는 포괄 서비스 제공 및 체결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및 거래상대방의 광범위한 목록에서
선정합니다. 모든 장래 및 기존 거래상대방은 BlackRock의 독립 위험 및 정량분석부서의 일부인 거래상대방
및 집중리스크부서(“CCRG”)의 승인을 요합니다.
신규 거래상대방이 승인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는 트레이더는 CCRG에 해당 요청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CRG는 제안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증권 거래의 유형, 결
제 및 교부 방법과 결합하여 관련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은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법인격을 갖는 사업체로 통상 하나 이상의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되
어야 하며 통상 OECD 관할지에 소재합니다(해당 관할지 외부에 소재할 수 있음). CCRG는 승인된 거래상대
방의 목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인 신용도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규제 감독) 및 특정 법인체의 상업적 평판과
함께 제안된 거래 활동의 성격 및 구조를 고려합니다. 감사필 및 중간 재무제표 수령 및 시장 데이터 서비스 제
공자들과의 투자유의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BlackRock의 내부 리서치 절차의 일환으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갱신 심사는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중개거래 또는 자기거래 여부를 불문한 브로커들의 높은 체결 능력(즉, 거래), 특정 시장 부
문의 브로커들의 체결 능력, 그리고 브로커들의 운영 자질 및 효율성에 기반하여 선정하며, 브로커들은 규제
적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기대됩니다.
CCRG가 거래상대방을 승인하면 거래 시점에서 해당 딜러가 해당 체결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개별 거래를 위한 브로커를 선정합니다. 일부 거래의 경우, 브로커 최종 후보 명단에서 경쟁 입찰을 체결하
는 것이 적절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거래비용을 예측하고 기법 선정, 유동성 지점 간의 구분, 타이밍 및 브로커의 선정을 포함한
거래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 사전거래분석을 수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투자자문회사는 계속적으로 거래 결과
를 감독합니다.
브로커 선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음 요인에 기초합니다:
•

체결 능력 및 체결 우수성

•

유동성/자본 공급 능력

•

가격 및 호가 속도

•

운영 자질 및 효율성, 그리고

•

규제적 보고 의무 준수여부

SFTR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담보 적격성, 보관 및 재사용과 관련한 요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이
투자설명서 내용 중 ‘투자제한’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권금융거래 창출 수익
환매조건부매매,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 활용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해당 펀드에 귀속됩니다.
증권 대여의 경우에만, 증권대여대리인인 BlackRock Advisors (UK) Limited는 그의 활동과 관련한 보수를 수령
합니다. 해당 보수는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되고 활동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37.5%를 초과하지 않으며 모든
운영경비는 BlackRock의 안분액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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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펀드 자산 비율
아래의 표에는 증권금융거래 규정 2015 (2015/2365) 목적상 증권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
최대 및 예상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 비율은 한도가 아니며 실제 비율은 시장조건을 포함하나 그에
제한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치는 한도입니다.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
(합계*)
예상 순자산가치 비율

총수익스왑 및 차액계약
(합계*)
최대 순자산가치 비율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500%

800%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150%

500%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600%

820%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0%

100%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70%

150%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15%

30%

펀드명

*상기 기재된 총 범위 내에서, 펀드의 차액계약 및 총수익스왑에 대한 익스포져는 변동할 것입니다. 차액계약
또는 총수익스왑에 대한 익스포져의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의 등록사무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증권대여**
예상 순자산가치 비율

증권대여**
최대 순자산가치 비율

0%

0%

1-25%

100%

0%

0%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0-10%

49%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0-99%

100%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0-20%

100%

**증권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펀드의 순자산가치 최대 비율은 100%입니다. 증권을 차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해당 시점에 펀드로부터 실제로 대여되는 액수의 유의미한 동인입니다. 차입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며
대체로 정확히 예측될 수 없는 시장 요인을 따릅니다. 시장 내 차입 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미래의 대여 규
모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레포거래
예상 순자산가치 비율

레포거래
최대 순자산가치 비율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0%

0%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0%

0%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0%

0%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0%

0%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0%

0%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0%

0%

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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