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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적용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재산현황

공지사항 :

모자형의 경우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현황은 고객님이 가입한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이(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

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펀드의 개요

펀드 명칭 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1등급

(매우높은위험)

(86596)

상위(운용)펀드(87686),A(86597)

A-e(AP631),C-Pe(BU961)

C-Rp(B4459),C-Rpe(BU962)

C-p(AZ933),C1(86598)

C2(98449),C3(98450)

C4(98451),Ce(86599)

Cf(86600),Cw(86601)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080918

운용기간 2021.03.01 ~ 2021.05.31 존속기간 추가형(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자산운용(주) 판매회사 한국씨티은행(판매) 외 37개

펀드재산 보관회사(신탁업자) HSBC 일반사무관리회사 코스콤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1. 구조 및 투자목적

이 펀드는 모자형 펀드구조의 자펀드로써 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모펀드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에 속

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2. 투자 전략

모펀드의 피투자펀드는 전 세계 광업 및 금속업 관련주에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로 철, 석탄, 구리, 아연, 니켈

등의 기초금속, 금광회사 및 산업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 및 펀더멘털 개선을 토대로 경기순환주의 특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들과 신규 사업 프로젝트 등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여 우수한 투자 기회가 보이는 천연자원 종목에

장기 투자합니다. 특히 철광석 같은 원자재 중 일부는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

우나,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블랙록 월드광업주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 효과 추구 가능 합니다.

3. 위험관리 전략

이 펀드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이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 및 모펀드의 피투자펀드의 표시통화는 달러화입니다.

이 펀드는 원-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

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자산 총액 119,358 132,391 10.92

부채 총액 3,007 2,694 -10.41

순자산총액 116,351 129,696 11.47

기준가격주) 790.27 847.78 7.28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 기준가격 744.35 798.07 7.2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e) 기준가격 1,319.64 1,417.52 7.4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Pe) 기준가격 1,547.47 1,662.03 7.40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Rp) 기준가격 2,322.22 2,492.88 7.35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Rpe) 기준가격 1,531.02 1,644.56 7.4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p) 기준가격 1,690.12 1,813.88 7.3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1) 기준가격 771.61 826.25 7.08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2) 기준가격 774.70 829.84 7.1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3) 기준가격 785.08 841.25 7.15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4) 기준가격 931.77 998.76 7.19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e) 기준가격 733.54 786.30 7.19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f) 기준가격 1,669.53 1,794.21 7.47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w) 기준가격 2,427.85 2,609.30 7.47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I) 기준가격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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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내역
해당사항 없음

▶ 펀드의 구성

* 위의 그림 및 도표는 현재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펀드 만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펀드 자산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성과

ㅇ 운용경과 및 실적

▶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ㅇ

포

트

폴

리

오

변

화 

 

 

 

ㅇ

향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S) 기준가격 1,316.13 1,413.72 7.4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S-p) 기준가격 1,793.93 1,927.3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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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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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기간 중 각국의 경제, 산업 활동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특히 중국, 미국, 유럽의 수요가 뒷받침되며 원자재 시장이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중 구리 가격은 13.0%, 철광석은 22.9%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고, 약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금 가격 또한 약

10%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907을 기록하였습니다. (2월 말: $1,734). 구리 업종 내 종목 선정은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철강 업종 내 종목 선정, 특히 룩셈부르크 소재의 철강 기업 ArcelorMittal 에 비교지수 대비 높은 비중을 투자한 점과 대만

소재의 철강 기업 China Steel Corporation 에 비교지수 대비 낮은 비중을 투자한 점 또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금 업종에 비

교지수 대비 낮은 투자 비중을 투자한 점은 상대성과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운용팀은 5월 중 철강 업종 중 현금 창출 측면에서 개

선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추가하였습니다. 운용팀은 지난 몇년간의 자본 투자 부족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 가속화로 인한 경제 활동 재개 및 성장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및 지출이 늘어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이 석탄 축소 및 탈석탄 추세로 변화하며 특정 원자재 시장의 수요를 지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용팀은 광업 업종 내 기업들의 1)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점과 2) 실적 및 배당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이 긍정적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용팀은 견고한 펀더멘탈과 함께 비용 절감과 현금흐름 창출에 집중하는 우량 광업주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100.00 

월드광업주모(주식-

재간접형)

- 4 -



▶ 수익률 현황

▶ 손익현황
 

▶ 자산구성현황

기타 자산총액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롱 숏 롱 숏

(단위 : %)

 

20210301

 ~

20210531

최근3개월

20201201

 ~

20210531

최근6개월

20200901

 ~

20210531

최근9개월

20200601

 ~

20210531

최근1년

20190601

 ~

20210531

최근2년

20180601

 ~

20210531

최근3년

20160601

 ~

20210531

최근5년

설정일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7.28 35.93 43.65 74.29 82.44 55.05 136.76 2008.09.18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 7.22 35.81 43.48 74.06 82.11 54.64 135.57 2008.09.18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e) 7.42 36.28 44.22 75.26 84.82 58.15 144.70 2014.05.23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Pe) 7.40 36.24 44.17 75.17 84.64 57.91 2017.09.04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Rp) 7.35 36.12 43.97 74.86 83.91 56.97 141.41 2016.03.10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Rpe) 7.42 36.27 44.21 75.25 84.83 58.16 2017.09.05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p) 7.32 36.06 43.88 74.70 83.55 56.50 140.21 2015.03.25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1) 7.08 35.47 42.95 73.21 80.26 52.30 130.83 2008.09.18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2) 7.12 35.58 43.12 73.47 80.78 52.93 131.31 2011.01.10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3) 7.15 35.67 43.26 73.69 81.28 53.58 132.95 2011.01.10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4) 7.19 35.75 43.39 73.90 81.75 54.18 134.28 2011.09.26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e) 7.19 35.74 43.38 73.89 81.74 54.17 135.52 2008.09.22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f) 7.47 36.41 44.43 75.59 85.56 59.13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w) 7.47 36.42 44.45 75.63 85.66

2009.06.22

59.24 151.26 2010.06.03

2010.05.18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S) 7.41 36.28 44.22 75.26 84.82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I)

145.30

58.15 144.55 2014.04.25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S-p) 7.43 36.32 44.29 75.37 85.08 58.49

46.36 79.49 83.64

2015.04.07

특별자산

58.70 161.09

* 비교지수: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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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I)은 2018년03월14일자로(전액 환매신청에 따른 기준가 확정일)

비교지수(벤치마크) 19.71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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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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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7.96 0.00 -1,994.50 0.00 0.00 17.00 -29.49 23,040.98

7,885.74당기 0.00 0.00 0.00 6,599.09 1,375.18 0.00 0.00 0.00 -85.23 -3.30

3.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국 원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11)

6,762.35

(3.93)

5,198.02-1,564.33

(0.00)

0.00 0.00 0.00미국달러 0.00 0.00 0.00 0.00 0.00

(-1.18)

127,192.51

(1110.90) (0.00) (0.00) (0.00) (0.00) (0.00)

121,410.35 0.00

(91.71) (0.00)

1,992.96

(0.00)(1.51)

0.00

3,789.19 0.00

(7.97) (-1.18)

(96.07)

(91.71) (0.00)

(0.00) (0.00) (0.00) (2.86)

1,992.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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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1.54 -1,564.330.00 0.00 132,390.53

(0.00) (0.00) (1.51) (0.00) (0.00) (0.00)
합 계

(100.00)

121,410.35 0.00

비교시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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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 업종별 투자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 본 그래프는 편입자산의 발행국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블랙록, 2021년 3월 말 기준 │ 해당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월드 광업주 펀드의 자료입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

* 블랙록, 2021년 3월 말 기준 │ 해당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월드 광업주 펀드의 자료입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전 기 당 기

주) 위의 자산구성현황은 투자자가 가입한 자펀드의 실제 자산구성내역이 아니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과 해당 자펀

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기타"에는 운용펀드가 보유하는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펀드가 유가증권을 매수하여 그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부채의 성격) 등이 포함 되는

데,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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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0.00 

0.00 

0.00 

0.00 

91.00 

-0.69 

0.00 

0.00 

7.97 

1.7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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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1 

1.51 

0.00 

0.00 

7.97 

-1.18 

-20 0 20 40 60 80 100

주식_Long

주식_Short

채권_Long

채권_Short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별구성비중

1.87%

1.89%

2.68%

4.88%

7.46%

9.80%

18.83%

22.10%

30.50%

0% 10% 20% 30% 40%

브라질

페루

네덜란드

현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0.07%

0.45%

1.67%

1.70%

2.25%

4.88%

5.19%

6.68%

17.84%

21.87%

37.39%

0% 10% 20% 30% 40%

알루미늄

은

니켈

공업용광물

철광석

현금

강철

백금족 원소

금

구리

종합광물

- 6 -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용 등]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블랙록, 2021년 3월 말 기준 │ 해당자료는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펀드인 BGF 월드 광업주 펀드의 자료입니다.

▼ 주요 자산보유 현황

▶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 단기대출 및 예금

주식 RIO TINTO PLC 주식 WHEATON PRECIOUS METALS CORP

주식 VALE SA 주식 FIRST QUANTUM MINERALS LTD

주식 ARCELORMITTAL

구분 종목명 구분 종목명

주식 BHP GROUP PLC 주식 GLENCORE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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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21.03.01 ~ 2021.05.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21.03.01 ~ 2021.05.31)

최대 100% 수준 95.40 해당사항 없음 1,375

(단위 : 백만원)

종목 종류 거래상대방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KRW/USD FWD 0625(1127.96)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625 1,128 1,127 1,110  

KRW/USD FWD 0625(1122.72)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625 1,123 1,127 1,115  

KRW/USD FWD 0625(1132.8)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625 1,699 1,696 1,663  

KRW/USD FWD 0625(1118.82)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625 1,790 1,787 1,774  

KRW/USD FWD 0625(1132.86) 해외선물환 SC Bank 매도 20210625 2,719 2,709 2,656  

KRW/USD FWD 0625(1129.6)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매도 20210625 115,506 115,005 113,085  

USD/KRW FWD 0625(1126.1) 해외선물환 SC Bank 매수 20210625 4,027 4,048 3,994  

(단위 : %)

 

순서 비중 순서 비중

1 8.29 6 4.55

2 7.24 7주식 FREEPORT-MCMORAN INC 주식 NEWMONT CORPORATION 3.87

3 6.95 8 3.78

4 6.95 9 2.68

5 6.93 10 2.63

주식 ANGLO AMERICAN P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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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Mining Fund A2 USD 해외뮤추얼펀드 블랙록 1,630,222 121,410 91.71

(단위 : 백만원)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625 2,719 2,709 2,656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625 1,699 1,696 1,663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수 20210625 4,027 4,048 3,994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625 1,128 1,127 1,110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625 1,123 1,127 1,115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C Bank 통화 매도 20210625 1,790 1,787 1,774 헤지목적

해외선물환 STATE STREET 통화 매도 20210625 115,506 115,005 113,085 헤지목적

(단위 :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국내보통예금 HSBC  6,762 0.23  

해외보통예금   3,78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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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운용 수탁회사의 주요 정보와 위탁업무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 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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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91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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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용 현황

(단위 : 연환산, %)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합산

총보수

· 비용비율

(A)

중개수수료

 비율

(B)

합계

(A+B)

합성총보수

·비용 비율

(C)

중개수수료

비율

(D)

합계

(C+D)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

전기 0.017 0.000 0.017 0.017 0.000 0.017

당기 0.016 0.000 0.016 0.016 0.000 0.016

종류(Class)별 현황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A)

전기 1.565 0.000 1.565 1.582 0.000 1.582

당기 1.565 0.000 1.565 1.581 0.000 1.5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1)

전기 2.065 0.000 2.065 2.082 0.000 2.082

당기 2.065 0.000 2.065 2.081 0.000 2.0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e)

전기 1.665 0.000 1.665 1.682 0.000 1.682

당기 1.665 0.000 1.665 1.681 0.000 1.6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f)

전기 0.615 0.000 0.615 0.632 0.000 0.632

당기 0.615 0.000 0.615 0.631 0.000 0.63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w)

전기 0.585 0.000 0.585 0.602 0.000 0.602

당기 0.585 0.000 0.585 0.602 0.000 0.602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I)

전기 1.065 0.000 1.065 1.065 0.000 1.065

당기 1.065 0.000 1.065 1.065 0.000 1.065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2)

전기 1.935 0.000 1.935 1.952 0.000 1.952

당기 1.935 0.000 1.935 1.951 0.000 1.95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3)

전기 1.795 0.000 1.795 1.811 0.000 1.811

당기 1.795 0.000 1.795 1.810 0.000 1.810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4)

전기 1.665 0.000 1.665 1.682 0.000 1.682

당기 1.665 0.000 1.665 1.681 0.000 1.6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S)

전기 0.815 0.000 0.815 0.832 0.000 0.832

당기 0.815 0.000 0.815 0.831 0.00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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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A-e)

전기 0.815 0.000 0.815 0.832 0.000 0.832

당기 0.815 0.000 0.815 0.831 0.000 0.83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p)

전기 1.165 0.000 1.165 1.182 0.000 1.182

당기 1.165 0.000 1.165 1.181 0.000 1.1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S-p)

전기 0.745 0.000 0.745 0.762 0.000 0.762

당기 0.745 0.000 0.745 0.761 0.000 0.76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Rp)

전기 1.065 0.000 1.065 1.082 0.000 1.082

당기 1.065 0.000 1.065 1.081 0.000 1.0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Pe)

전기 0.865 0.000 0.865 0.882 0.000 0.882

당기 0.865 0.000 0.865 0.881 0.000 0.881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Rpe)

전기 0.815 0.000 0.815 0.832 0.000 0.832

당기 0.815 0.000 0.815 0.831 0.00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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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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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017 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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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A)

자산운용사 62 0.500 66 0.500

판매회사 125 1.000 132 1.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5 0.040 5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3 0.025 3 0.025

보수합계 196 1.565 206 1.565

기타비용** 2 0.017 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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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A-e)

자산운용사 8 0.500 12 0.500

판매회사 4 0.250 6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1 0.025

보수합계 13 0.815 20 0.81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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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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Pe)

자산운용사 4 0.500 5 0.500

판매회사 3 0.300 3 0.3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8 0.865 9 0.8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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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Rp)

자산운용사 5 0.500 6 0.500

판매회사 5 0.500 6 0.5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1 1.065 13 1.0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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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Rpe)

자산운용사 9 0.500 17 0.500

판매회사 4 0.250 8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1 0.025

보수합계 14 0.815 27 0.815

기타비용** 0 0.017 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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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p)

자산운용사 7 0.500 7 0.500

판매회사 8 0.600 8 0.6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6 1.165 16 1.1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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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1)

자산운용사 2 0.500 3 0.500

판매회사 5 1.500 8 1.5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7 2.065 11 2.0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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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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2)

자산운용사 0 0.500 0 0.500

판매회사 0 1.370 0 1.37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1.935 0 1.93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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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3)

자산운용사 1 0.500 0 0.500

판매회사 1 1.230 0 1.23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2 1.795 0 1.795

기타비용** 0 0.016 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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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4)

자산운용사 9 0.500 9 0.500

판매회사 20 1.100 21 1.1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30 1.665 31 1.6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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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e)

자산운용사 11 0.500 14 0.500

판매회사 25 1.100 32 1.1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40 1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25 1 0.025

보수합계 38 1.665 48 1.66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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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f)

자산운용사 0 0.500 0 0.500

판매회사 0 0.050 0 0.0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39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0.614 0 0.614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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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해당사항 없음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C-w)

자산운용사 0 0.500 4 0.500

판매회사 0 0.020 0 0.02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0 0.585 5 0.585

기타비용** 0 0.017 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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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S)

자산운용사 1 0.500 2 0.500

판매회사 0 0.250 1 0.25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2 0.815 3 0.81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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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H)(S-p)

자산운용사 1 0.500 1 0.500

판매회사 0 0.180 0 0.18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40 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25 0 0.025

보수합계 1 0.745 2 0.745

기타비용** 0 0.017 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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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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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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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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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