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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적용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재산현황

▶ 분배금내역

1. 펀드의 개요

펀드 명칭 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4등급

(보통위험)

상위(운용)펀드(AH646)

A(AH647),A-e(AH649)

C(AH651),C-e(AH652)

S(AO855)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30506

운용기간 2021.01.26 ~ 2021.04.25 존속기간 추가형(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자산운용(주) 판매회사 한국씨티은행(판매) 외 6개

펀드재산 보관회사(신탁업자) HSBC 일반사무관리회사 코스콤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1. 구조 및 투자목적

이 펀드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하는 월지급식 상품입니

다. 이러한 분배금은 피투자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의 추정수익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정기적으

로 결정됩니다. 펀드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

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BG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전세

계의 주식 및 채권(고수익 채권 포함)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집합투자증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과 동시에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 전략

피투자펀드는 높은 이자수익이 기대되는 고금리 해외채권과 높은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고배당주,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

생할 수 있는 대안투자자산 등에 선별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인컴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원금 성장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피투자펀드는 전통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대안투자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위험(변동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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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자산 총액 7,935 7,256 -8.57

부채 총액 214 262 22.37

순자산총액 7,721 6,994 -9.43

기준가격주) 875.54 883.86 0.95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기준가격 876.15 884.49 0.95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기준가격 902.12 911.81 1.07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 기준가격 852.33 859.52 0.84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기준가격 892.16 901.30 1.02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기준가격 907.92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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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407 29 8,251 873.30 869.80  

20210308 30 8,509 870.05 866.55  

20210205 31 8,777 867.96 8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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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환경 및 운용성과

1

▶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1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407 27 7,805 873.92 870.42  

20210308 28 8,057 870.65 867.15  

20210205 29 8,344 868.56 865.06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407 0 119 900.61 897.11  

20210308 0 126 896.89 893.39  

20210205 0 107 894.38 890.88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407 1 305 849.50 846.00  

20210308 1 305 846.63 843.13  

20210205 1 305 844.89 841.39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407 0 20 890.34 886.84  

20210308 0 20 886.81 883.31  

20210205 0 20 884.47 880.97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210205 0 0 900.24 896.79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운용 기간 중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강세를 이어갔

습니다. 한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국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및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유지와 백신 보급 확대와 같은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던 반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 변이 바이러스

확대,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봉쇄조치 지속과 같은 요인들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월 중 미국 상원과 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의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COVID 19 경기 부양법안을 가결했으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시장은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부양안의 규모가 큰 점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운용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는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매입 규모 및 속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앙

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 결정에 위험자산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유럽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국가별 봉쇄정책이 강화되

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월 중 미국 국채 금리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월초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 승인과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들 역시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달러화는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연초 대비 상승하

였으며, 금 가격은 10%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운용 기간 중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기간 중 펀드 내 콜 옵션 매도 전략, 미국 주식, 미국 외 글로벌 선진국 주식, 인프라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투자등급 채권,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콜 옵션 매도 전략이란 자산 가격이 장기

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하거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운용팀은

운용 기간 중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CLO(대출담보부증권)와 우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신용도의 채권들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다소 축소되어 있는 신용 스프레드 레벨과 더불

어 지난 해 부터 이어진 랠리 이후 상승 여력이 비교적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용팀은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인컴을 제공하는 하이일드 채권 특

히 미국 하이일드 채권과 아시아 회사채에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내에서는 백신접종과 함께 각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배당주와 같은 인컴 자산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분기 중 글로벌 배당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

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환경 하에서, 운용팀은 미국 및 아시아 주식을 선호하며,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채권 시장의 금리가 낮고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콜 옵션 매도 전략이 채권 대비 매력적인 인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재개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스토랑, 여행업, 레저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

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펀드의 월분배금은 1,000좌당 3.5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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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현황

▶ 손익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

 

20210126

 ~

20210425

최근3개월

20201026

 ~

20210425

최근6개월

20200726

 ~

20210425

최근9개월

20200426

 ~

20210425

최근1년

20190426

 ~

20210425

최근2년

20180426

 ~

20210425

최근3년

20160426

 ~

20210425

최근5년

설정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2.18 8.30 9.46 16.82 11.57 14.23 24.86
2013.05.06

(비교지수 대비 성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2.18 8.31 9.47 16.83 11.59 14.25 24.92
2013.05.06

(비교지수 대비 성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2.27 8.49 9.75 17.23 12.36 15.44 27.10
2013.05.20

(비교지수 대비 성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 2.10 8.15 9.23 16.49 10.93 13.24 23.08
2013.05.06

(비교지수 대비 성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2.23 8.41 9.63 17.06 12.03 14.94 26.21
2013.05.06

(비교지수 대비 성과)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2014.04.25

(비교지수 대비 성과)

특별자산

* 비교지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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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은 2021년02월09일자로(전액 환매신청에 따른 기준가 확정일)

비교지수(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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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구 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0.00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0.00

기타

전기 0.00 0.00 0.00 271.27 0.00 208.66 0.00 0.00 0.02 -0.20 479.74

178.34당기 0.00 0.00 0.00 297.08 -116.83 0.00 0.00 0.00 -1.72 -0.19

단기

대출

및 예금롱 숏 롱 숏

3.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기타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0.00

기타 자산총액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0.00 0.00 0.00 0.00 0.00한국 원 0.00 0.00 0.00 0.00 214.22 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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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0.00) (0.00) (0.00) (0.00) (1.90)

137.99

(4.85)

미국달러 0.00 0.00 0.00 0.00 0.00 6,812.9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95)

6,903.38

(1117.80) (0.00) (0.00) (0.00) (0.00) (0.00) (93.90) (0.00)

90.49

(0.00)(1.25)

0.00

(1.90) (2.95)

(95.15)

(93.9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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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기 당 기

138.00 214.220.00 0.00 7,255.60

(0.00) (0.00) (0.00) (1.25) (0.00) (0.00) (0.00)
합 계

(100.00)

6,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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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시점

펀드

0.00 

0.00 

0.00 

0.00 

0.00 

95.52 

-0.78 

0.00 

0.00 

4.94 

0.32 

-20 0 20 40 60 80 1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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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0 

1.25 

0.00 

0.00 

1.90 

2.95 

0 20 40 60 80 100

주식_Long

주식_Short

채권_Long

채권_Short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별구성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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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 업종별 투자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본 그래프는 편입자산의 발행국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 블랙록, 2021년 2월 말 기준 | 해당 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의 자료입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용 등]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주식 TENCENT HOLDINGS LTD

주식 ISHARES JPM EM LCAL GVT BD ETF DST 주식 SANOFI SA                                            

주식 SAMSUNG ELECTRONICS NON VOTING PRE

해외수익증권 BGF USD HIGH YIELD BD X6 USD 채권 CREDIT SUISSE GROUP AG 144A 6.25 12/31/2049

종목명 구분 종목명

주식 ISH ED MSCI USA VAL FCTR ETF 채권 MSFT CREDIT SUISSE AG (LONDON BRANCH) 12.7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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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

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21.04.25)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21.01.26 ~ 2021.04.25)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21.01.26 ~ 2021.04.25)

최대 100% 수준 97.63 해당사항 없음 -117

(단위 : 백만원)

종목 종류 거래상대방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KRW/USD FWD 0427(1131.61)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427 159 159 157  

KRW/USD FWD 0427(1132.26)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427 7,030 7,014 6,924  

USD/KRW FWD 0427(1116.02)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427 112 112 112  

USD/KRW FWD 0427(1124.88)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427 112 113 112  

USD/KRW FWD 0427(1132.65)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427 147 147 145  

USD/KRW FWD 0427(1120.6)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427 6,745 6,727 6,710  

KRW/USD FWD 0429(1115.8)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429 112 112 112  

KRW/USD FWD 0430(1118.2)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430 78 78 78  

KRW/USD FWD 0526(1120.61)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526 6,854 6,836 6,817  

USD/KRW FWD 0526(1115.8)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수 20210526 112 112 112  

(단위 : %)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순서 비중 순서 비중구분

1 2.26 6 0.36

2 1.24 7 0.34주식 ISHARES $ HIGH YIELD CRP BND ETF $

3 1.11 8 0.33

4 0.53 9 0.33주식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5 0.50 10 0.32

0.82%

1.93%

2.57%

14.40%

16.02%

63.95%

0% 20% 40% 60% 80%

일본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현금

이머징마켓

유럽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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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블랙록, 2021년 2월 말 기준 | 해당 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의 자료입니다.

▼ 주요 자산보유 현황

▶ 집합투자증권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장외파생상품

▶ 단기대출 및 예금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운용 수탁회사의 주요 정보와 위탁업무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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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 Global Multi Asset Income Fund A2 해외뮤추얼펀드 블랙록 388,706 6,813 93.90

(단위 : 백만원)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427 159 159 157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427 112 112 112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427 6,745 6,727 6,710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430 78 78 78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526 6,854 6,836 6,817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526 112 112 112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수 20210526 78 78 78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427 7,030 7,014 6,924 헤지목적

(단위 : 백만원, %)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국내보통예금 HSBC  138 0.23  

해외보통예금   0 0.00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

번호
개수 운용규모 개수 운용규모

조동혁 본부장 63년생 23 909,93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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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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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수, 비용 비율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5. 비용 현황

(단위 : 연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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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전기 0.012 0.000 0.012

당기 0.013 0.000 0.013

종류(Class)별 현황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전기 1.327 0.000 1.327

당기 1.328 0.000 1.328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전기 0.978 0.000 0.978

당기 0.978 0.000 0.978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

전기 1.627 0.000 1.627

당기 1.628 0.000 1.628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전기 1.127 0.000 1.127

당기 1.128 0.000 1.128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전기 0.878 0.000 0.878

당기 0.874 0.000 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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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자산운용사 0 0.000 0 0.000

판매회사 0 0.000 0 0.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0 0 0.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0 0 0.000

보수합계 0 0.000 0 0.000

기타비용** 0 0.012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

자산운용사 10 0.550 9 0.550

판매회사 13 0.700 12 0.7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25 1.315 23 1.315

기타비용** 0 0.012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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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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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A-e)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0 0.350 0 0.3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0.965 0 0.965

기타비용** 0 0.013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1 1.000 1 1.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 1.615 1 1.615

기타비용** 0 0.012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C-e)

자산운용사 0 0.550 0 0.550

판매회사 0 0.500 0 0.5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1.115 0 1.115

기타비용** 0 0.012 0 0.013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 블랙록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S)

자산운용사 0 0.531 0 0.490

판매회사 0 0.239 0 0.16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27 0 0.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7 0 0.000

보수합계 0 0.824 0 0.653

기타비용** 0 0.013 0 0.009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0 0.000 0 0.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0 0 0.000

합 계 0 0.000 0 0.000

증권거래세**** 0 0.000 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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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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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해당사항 없음

▶ 펀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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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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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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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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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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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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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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