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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적용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재산현황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기준가격 1,412.03 1,462.30 3.56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p) 기준가격 1,411.22 1,461.70 3.58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w) 기준가격 1,433.34 1,485.19 3.62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I) 기준가격 0.00 0.0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4) 기준가격 1,340.94 1,386.04 3.36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기준가격 1,336.71 1,381.48 3.35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2) 기준가격 1,319.53 1,363.09 3.3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3) 기준가격 1,329.79 1,374.12 3.33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p) 기준가격 1,379.37 1,427.29 3.47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1) 기준가격 1,306.54 1,349.17 3.26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Rp) 기준가격 1,387.46 1,436.00 3.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Rpe) 기준가격 1,283.37 1,329.05 3.56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기준가격 1,411.80 1,462.06 3.56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Pe) 기준가격 1,268.24 1,313.23 3.55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기준가격 1,367.03 1,414.01 3.44

85,418 91,586 7.22

기준가격주) 1,357.46 1,404.24 3.45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자산 총액 89,666 94,333 5.20

부채 총액 4,248 2,747 -35.33

순자산총액

상품의 특징

1. 구조 및 투자목적

이 펀드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

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전세계의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채권 및 단기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 전략

피투자펀드는 선진국시장 및 글로벌 약 40개국, 700여 종목에 걸쳐 자산배분을 하며, 다양한 투자대상에 특별한 제한 없

이 유연하게 투자합니다.

피투자펀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므로, 유럽, 일본, 미국 등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국가별, 자산별 배분을 통하여 보다 더 낮은 변동성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

대상 지역 및 특정 자산 구성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으로 주식시장의 강세장뿐만 아니라 약세장에서

도 방어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관리 노하우와 철저한 분산투자로 위

험을 낮추는 것을 추구합니다.

3. 위험관리 전략

이 펀드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이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표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이 펀드는 원-달러화

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자산운용(주) 판매회사 한국씨티은행(판매) 외 30개

펀드재산 보관회사(신탁업자) HSBC 일반사무관리회사 코스콤펀드서비스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090825

운용기간 2021.02.25 ~ 2021.05.24 존속기간 추가형(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1. 펀드의 개요

펀드 명칭 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3등급

(다소높은위험)

상위(운용)펀드(14989)

A(14991),A-e(AP634)

C-Pe(BT934),C-Rp(B3618)

C-Rpe(BT936),C-p(AZ152)

C1(14992),C2(14993)

C3(14994),C4(14995)

Ce(14996),Cw(14997)

I(14998),S(AO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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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내역
해당사항 없음

▶ 투자환경 및 운용성과

1

▶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1

▶ 수익률 현황

(-3.13)

29.98 48.92
2015.10.2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6) (+1.73) (+3.88) (+5.82) (+5.93) (+0.61)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Rp) 3.50 9.97 16.46 28.75 33.48

2017.09.2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0) (+1.83) (+4.05) (+6.07) (+6.45) (+1.38)

(-1.28)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Pe) 3.55 10.07 16.63 29.00 34.00 30.75

30.94 50.77
2014.04.0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2) (+1.86) (+4.09) (+6.13) (+6.58) (+1.57)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3.56 10.10 16.67 29.06 34.13

2009.08.25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9) (+1.59) (+3.67) (+5.51) (+5.28) (-0.35) (-4.95)

(-0.49) (-5.59)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3.44 9.83 16.25 28.44 32.83 29.02 47.1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0) (+1.61) (+3.69) (+5.54) (+5.28)

설정일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3.45 9.85 16.27 28.48 32.84 28.88 46.46
2009.08.25

(단위 : %)

20210225

 ~

20210524

최근3개월

20201125

 ~

20210524

최근6개월

20200825

 ~

20210524

최근9개월

20200525

 ~

20210524

최근1년

20190525

 ~

20210524

최근2년

20180525

 ~

20210524

최근3년

20160525

 ~

20210524

최근5년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운용 기간 중 글로벌 시장 내 긍정적인 소식들이 발표되며 선진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위험자산들의 성과가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산업 기반 확충에 대부분의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인프라 부분에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상이 되고 미국 정

부의 친환경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4월 중 정례 회의를 개최했고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

여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월간 채권 매입 규모 역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안 테이퍼링은 어려울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용이 현재보다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기 전에는 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유

지했습니다. 운용 기간 중 미국 국채 금리는 3월 급등하다 4,5월 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급등세로부터의 시장 우려를 일부 해소시키는 모

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인프라 부양책이 채권 금리에 상승압박을 넣는듯 보였으나, 최근 급등세로부터의 피로감과 Fed의 통화 완화적

인 기조에 영향을 받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하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 시장의 성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시장의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 시장의 성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

해지고 있는 인도 주식 시장의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채 금리 하락세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

습니다.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기대, 이란의 핵 보유 관련 갈등 심화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금 가격 역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연동되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 펀드는 운용 기간 중 3.4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기간 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에서 업종 별로는 산업재, 헬스케어, IT, 원자재 내 종목 선정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에서는 선진국 국채에 비교지수 대비 낮은 비중을 투자한 점이 펀드의 상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운용팀은 지역별로

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비교지수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백신 접종의 가속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후 이동 제한이 풀릴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순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국가 대비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e-commerce, 헬스케어, 기술 등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단기적으로 각국의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경기 순환 업종과, 기술적 혁신을 바

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에 각각 균형적인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 업종 내에서는 미국 e-commerce 및 주택

개조 관련 기업들을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하였으며, 이를 신흥국 e-commerce 와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자동차 기

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관련하여 구조적인 성장과 경기 순환으로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

하고 있지만, 현재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로 높아져있는 벨류에이션을 감안하여 몇몇 반도체 기업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하였습니다. 회사채

내에서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 대부분의 투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투자등급 채권 대비 하이일드 채권이 금리 리스크에 상대적

으로 덜 노출되어있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험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점차 높아져 헷지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는 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비교시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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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현황
 

▶ 자산구성현황

(-0.48) (0.00) (0.00) (0.00)
합 계

(100.00)

89,311.18 0.00

  * ( ) : 구성비중, 통화별 구분 라인에서는 환율이 표시됨.

  **  차입주식/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식/채권과 함께 주식/채권구분에 평가액으로 보여주나 기타구분에서 차감해줌으로써 자산총액에는 반

영되지 않습니다.

5,331.28 144.640.00 0.00 94,333.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4.68) (0.00)

(0.00) (0.00) (0.00) (2.61)

-453.66

(0.00)(-0.48)

0.00

(5.65) (0.15)

(96.81)

91,320.92

(1127.10) (0.00) (0.00) (0.00) (0.00) (0.00) (94.68) (0.00)

-453.66 0.00 0.00 0.00 2,463.40 0.00

(0.15) (3.19)

미국달러 0.00 0.00 0.00 0.00 0.00 89,311.18 0.00

(0.00) (0.00) (0.00) (0.00) (0.00) (3.04)

2,867.88 144.64 3,012.52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한국 원 0.00 0.00 0.00 0.00

3.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0.00 0.00 0.00 0.00 0.00

-1,090.22 0.00 0.00 0.00 2.78 -3.37

0.00 -7.50 -4.42 4,271.29

3,373.89당기 0.00 0.00 0.00 4,464.70 0.00

기타

전기 0.00 0.00 0.00 4,652.01 0.00 -368.81 0.00 0.00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중도상환되어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정 후 3개월이 안되었을 경우(전액 환매 후 재설정 포함) 수익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구 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29.37 52.05

* 비교지수 : [{(S&P 500 Composite Index × 36%) + (FTSE All-World (ex US) Index × 24%) + (ICE BofA ML Cur 5-yr US Treasury Index × 24%)

+ (FTSE Non-USD WGBI Index × 16%)} × 90%] + [Call ×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I)은 2020년09월18일자로(전액 환매신청에 따른 기준가 확정일)

비교지수(벤치마크) 2.94 8.24 12.58 22.93 27.55

2015.02.1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3) (+1.90) (+4.15) (+6.22) (+6.77) (+1.85) (-0.76)

(-1.27)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p) 3.58 10.14 16.73 29.15 34.32 31.22 51.30

30.95 50.78
2014.04.2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2) (+1.86) (+4.09) (+6.13) (+6.58) (+1.58)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3.56 10.10 16.67 29.07 34.13

2017.08.2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5)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I)

31.84 52.50
2011.06.0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7) (+1.98) (+4.29) (+6.42) (+7.19) (+2.47)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w) 3.62 10.23 16.87 29.36 34.74

2009.08.25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1) (+1.40) (+3.37) (+5.07) (+4.37) (-1.67) (-7.48)

(-7.11)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3.35 9.65 15.95 28.00 31.92 27.70 44.58

27.89 44.95
2012.09.2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2) (+1.43) (+3.42) (+5.14) (+4.51) (-1.48)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4) 3.36 9.68 16.00 28.07 32.06

2011.09.1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9) (+1.37) (+3.32) (+4.99) (+4.20) (-1.93) (-7.96)

(-8.89)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3) 3.33 9.61 15.89 27.92 31.75 27.44 44.09

26.95 43.16
2010.09.1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6) (+1.30) (+3.20) (+4.82) (+3.86) (-2.42)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2) 3.30 9.54 15.78 27.76 31.41

2009.08.25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2) (+1.22) (+3.07) (+4.63) (+3.46) (-3.00) (-9.98)

(-3.86)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1) 3.26 9.46 15.65 27.56 31.01 26.37 42.08

29.60 48.20
2015.02.1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3) (+1.67) (+3.80) (+5.70) (+5.67) (+0.23)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p) 3.47 9.91 16.38 28.63 33.22

2017.08.0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2) (+1.86) (+4.09) (+6.13) (+6.58) (+1.57)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Rpe) 3.56 10.10 16.67 29.06 34.13 30.94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롱 숏
집합투자 장내 장외

롱 숏

주식 채권
어음

증 권

실물자산
기타 자산총액

기타

단기

대출

및 예금

통화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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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 업종별 투자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 본 그래프는 편입자산의 발행국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블랙록, 2021년 3월 말 기준 │ 해당 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자료입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용 등]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USD/KRW FWD 0526(1118.5)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526 2,796 2,791 2,812  

84,593  

USD/KRW FWD 0526(1107.79)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526 1,108 1,108 1,128

1,555 1,576  

KRW/USD FWD 0526(1120.61)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526 84,331 84,105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KRW/USD FWD 0526(1111.9)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526 1,557

최대 100% 수준 94.80 해당사항 없음 -1,090

(단위 : 백만원)

종목 종류 거래상대방 매수매도 만기일

현재 당사는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T+4 ,T+5 결제 환전거래를 2021년 4월 이후 현물환이 아닌 선도환거래로 재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헷지 비율이 기존 대비 일시적으로 다소 높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환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실제 환헷지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21.05.24)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21.02.25 ~ 2021.05.24)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21.02.25 ~ 2021.05.24)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 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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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증권 등을 매입하므로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

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

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전 기 당 기

0.00 

0.00 

0.00 

0.00 

0.00 

92.15 

0.04 

0.00 

0.00 

7.67 

0.14 

0 20 40 60 80 100

주식_Long

주식_Short

채권_Long

채권_Short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별구성비중

0.00 

0.00 

0.00 

0.00 

0.00 

94.68 

-0.48 

0.00 

0.00 

5.65 

0.15 

-20 0 20 40 60 80 100

주식_Long

주식_Short

채권_Long

채권_Short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별구성비중

0.49%

0.85%

1.35%

11.31%

19.87%

20.32%

45.81%

0% 10% 20% 30% 40% 50%

금 등(원자재 관련)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아시아

유럽

현금

미국/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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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블랙록, 2021년 3월 말 기준 │ 해당 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자료입니다.

▼ 주요 자산보유 현황

▶ 집합투자증권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장외파생상품

▶ 단기대출 및 예금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2109000133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용규모 개수 운용규모

조동혁 본부장 63년생 23 916,940 0 0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

번호
개수

해외보통예금   2,463 0.00  

국내보통예금 HSBC  2,868 0.23  

84,593 헤지목적

(단위 : 백만원, %)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2,264 2,265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526 84,331 84,105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625 2,253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HSBC 통화 매도 20210625 82,787 82,775 82,583 헤지목적

1,128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HSBC 통화 매수 20210526 82,628 82,614 82,438

1,555 1,576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526 1,108 1,108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526 1,557

비고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526 2,796 2,791 2,812 헤지목적

(단위 : 백만원)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BGF GLOBAL ALLOCATION A2 해외뮤추얼펀드 블랙록 1,029,356 89,311 94.68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증권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수량)

순자산금액

(평가액)
비중

4 1.61 9 1.16

5 1.33 10 1.06

CHINA PEOPLES REPUBLIC OF (GOVERNM 2.68 05/21/2030 1.24

3 1.84 8 1.22

1 4.54 6 1.32

2 2.18 7주식 MICROSOFT CORP 채권

 

(단위 : %)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순서 비중 순서 비중

2,265  

KRW/USD FWD 0625(1129.47) 해외선물환 HSBC 매도 20210625 82,787 82,775 82,583

82,614 82,438  

KRW/USD FWD 0625(1126.56)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625 2,253 2,264

USD/KRW FWD 0526(1129.5) 해외선물환 HSBC 매수 20210526 82,628

구분 종목명 구분 종목명

주식 SPDR S&P ETF TRUST 주식 BANK OF AMERICA CORP

주식 APPLE INC 채권 CHINA PEOPLES REPUBLIC OF (GOVERNM 3.29 05/23/2029

주식 ALPHABET INC CLASS C 주식 JPMORGAN CHASE & CO

주식 AMAZON COM INC 주식 JOHNSON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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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운용 수탁회사의 주요 정보와 위탁업무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 비용 비율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S-p)

전기 0.819 0.000 0.819

당기 0.819 0.000 0.81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S)

전기 0.889 0.000 0.889

당기 0.889 0.000 0.88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I)

전기 1.025 0.000 1.025

당기 1.025 0.000 1.025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w)

전기 0.659 0.000 0.659

당기 0.659 0.000 0.65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e)

전기 1.739 0.000 1.739

당기 1.739 0.000 1.73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4)

전기 1.689 0.000 1.689

당기 1.689 0.000 1.68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3)

전기 1.809 0.000 1.809

당기 1.808 0.000 1.808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2)

전기 1.939 0.000 1.939

당기 1.939 0.000 1.93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1)

전기 2.090 0.000 2.090

당기 2.089 0.000 2.08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p)

전기 1.239 0.000 1.239

당기 1.239 0.000 1.23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Rpe)

전기 0.889 0.000 0.889

당기 0.889 0.000 0.88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Rp)

전기 1.139 0.000 1.139

당기 1.139 0.000 1.13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Pe)

전기 0.939 0.000 0.939

당기 0.940 0.000 0.94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A-e)

전기 0.890 0.000 0.890

당기 0.889 0.000 0.889

종류(Class)별 현황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A)

전기 1.390 0.000 1.390

당기 1.389 0.000 1.389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

전기 0.014 0.000 0.014

당기 0.014 0.000 0.014

(단위 : 연환산, %)

구분 총보수 · 비용 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5. 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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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5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2 0.925 3 0.925

0.3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Pe)

자산운용사 1 0.550 2 0.550

판매회사 1 0.300 1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5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5 0.875 7 0.875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A-e)

자산운용사 3 0.550 5 0.550

판매회사 1 0.250 2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2 0.015 2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3 0.025 3 0.025

보수합계 156 1.375 192 1.375

0.7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6 0.050 7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A)

자산운용사 62 0.550 77 0.550

판매회사 85 0.750 105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3 0.014 3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0 0 0.000

보수합계 0 0.000 0 0.000

0 0.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0 0 0.000

비율***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

자산운용사 0 0.000 0 0.000

판매회사 0 0.00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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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 1.925 1 1.925

1.3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2)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1 1.300 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5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3 2.075 4 2.075

1.4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1)

자산운용사 1 0.550 1 0.550

판매회사 2 1.450 2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25 1 0.025

보수합계 29 1.225 28 1.225

0.6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50 1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p)

자산운용사 13 0.550 13 0.550

판매회사 14 0.600 14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5 0.875 7 0.875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Rpe)

자산운용사 3 0.550 5 0.550

판매회사 1 0.250 2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1 1.125 13 1.125

0.5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1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Rp)

자산운용사 5 0.550 6 0.550

판매회사 5 0.5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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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00 0 0.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0 0 0.000

보수합계 0 0.000 0 0.000

0.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0 0 0.00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I)

자산운용사 0 0.000 0 0.000

판매회사 0 0.000 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0.645 0 0.645

0.02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w)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0 0.020 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6 1.725 20 1.725

1.1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1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e)

자산운용사 5 0.550 6 0.550

판매회사 10 1.100 13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4 1.675 15 1.675

1.0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4)

자산운용사 5 0.550 5 0.550

판매회사 9 1.050 9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5 1.795 2 1.795

1.17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C3)

자산운용사 2 0.550 1 0.550

판매회사 3 1.170 1

- 11 -



* 펀드의 순자산총액(보수차감전)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금액은 운용기간에 발생한 보수금액이며, 비율은 순자산총액(보수차감전) 평잔대비 발생한 보수금액을 연율화한 비율임

※ 성과 보수내역 : 없음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해당사항 없음

▶ 펀드 용어 정리

혼합채권형(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하인 상품(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제외)입니다.

 

참 고

용  어 내        용

채권형(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채권(EB, BW, CB 제외)으로 운용하는 상품(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제외)입니다.

**** 해외 증권거래세의 경우 동 세목만의 구체내역을 취득하는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위 증권거래세는 대한민국에서 부과하는 국내 증권거래세

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회전율은 해당운용기간동안 주식매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주식. 주식예탁증서(DR). ETF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 0.805 1 0.805

0.18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S-p)

자산운용사 1 0.550 1 0.550

판매회사 0 0.180 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4 0 0.014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0.875 0 0.875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50 0 0.050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S)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0 0.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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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그룹(Class)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

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를 말합니다.

증권파생형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주식형(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중 주식(주식관련사채(EB,

BW, CB) 포함)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상인 상품(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제외)입니다.

주식형(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주식(주식관련사채

(EB, BW, CB) 포함)으로 운용하는 상품(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제외)입니다.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