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 6. 18.) 

블랙록 전략 펀드 [펀드 코드: 07331] 
 

투자위험등급: 각 하위 
펀드별 위험등급 참조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각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수반되는 위험들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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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블랙록 전략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블랙록 범아메
리카 주식 절대
수익추구 펀드 

-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 최소 70% 이상을 미국,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아메리카”)에서 설립되거나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 최소 7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 
- 합성 롱/숏 포지션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의 절대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블랙록 팩터스
타일배분 절대
수익추구 펀드 

-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 주식, 주식관련증권,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일부 하이일드 
채권 포함), 고정수익 관련 증권(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 집합투자
기구의 주식이나 수익권(상장지수펀드 포함), 파생상품,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함한 전세계 다양한 범위의 허용된 투자자산에 투자 

블랙록 시스테
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ESG”) 중점 투자원칙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최소 80% 이상을 선진시장에 소재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파생상품 포함)에 직접 투자 

블랙록 아시아
퍼시픽 절대수
익추구 펀드 

-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양(+)의 절대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 최소 70% 이상을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파생상품 포함)에 투자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
권펀드 

-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최소 70% 이상을 이머징시장에 소재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정부기관 및 기업의 이머징시장 및 비(非) 이머징
시장 통화로 표시된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 및 고정수익 
관련 증권(fixed income-related securities)(파생상품 포함)에 투자 

분류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
추구 펀드,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①항 2호 가목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만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 바, 본 펀드는 별도의 
모집기간이 없으므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비용 
(연, %) 
2020.12.31 
현재 

(가)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1.50% 0.54% 2.04% 20.00% 406,958 622,122 848,044 1,334,341 2,779,477 
클래스 D2 1.00% 0.54% 1.54% 20.00% 356,233 518,661 689,210 1,056,316 2,147,252 
클래스 X2 0.00% 0.29% 0.29% - 29,725 60,936 93,708 164,249 373,878  



(나)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1.50% 0.36% 1.86% 20.00% 388,697 584,876 790,864 1,234,252 2,551,876 
클래스 D2 1.00% 0.36% 1.36% 20.00% 337,972 481,415 632,029 956,228 1,919,651 
클래스 X2 0.00% 0.08% 0.08% - 8,200 16,810 25,851 45,310 103,139 

 
(다)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1.10% 0.63% 1.73% - 375,509 557,976 749,567 1,161,966 2,387,497 
클래스 D2 0.55% 0.44% 0.99% - 300,436 404,853 514,492 750,489 1,451,805 
클래스 X2 0.00% 0.11% 0.11% - 11,275 23,114 35,544 62,301 141,816 

 
(라)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0.80% 0.24% 1.04% - 305,508 415,199 530,375 778,292 1,515,027 
클래스 D2 0.40% 0.31% 0.71% - 272,030 346,915 425,545 594,795 1,097,759 
클래스 X2 0.00% 0.05% 0.05% - 5,125 10,506 16,157 28,319 64,462 

 
(마)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1.50% 0.37% 1.87% 20.00% 389,712 586,945 794,040 1,239,813 2,564,520 
클래스 D2 1.00% 0.37% 1.37% 20.00% 338,987 483,484 635,206 961,788 1,932,296 
클래스 X2 0.00% 0.08% 0.08% - 8,200 16,810 25,851 45,310 103,139 

 
(바)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예시 

운용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성과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2 1.50% 0.26% 1.76% - 329,014 515,593 711,500 1,133,192 2,386,336 
클래스 D2 0.75% 0.26% 1.01% - 252,730 359,800 472,225 714,218 1,433,352 
클래스 X2 0.00% 0.09% 0.09% - 9,225 18,911 29,082 50,974 116,031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정보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위 도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OCF)을 

판매수수료율과 총 보수∙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시하여 기재한 것
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
비율(OCF)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글로벌하게 적용되
는 최대 판매수수료율인 2%를 활용하였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2020.12.31 현재 

(가)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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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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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수익률 변동성(%) 0.84% 0.64% 2.49% 1.57% 1.32% 1.31% 

 



(다)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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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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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일 이후 
클래스 A2 (EUR) -5.13% -2.96% -5.48% 1.97% - -0.72% 
LIBOR 3 Month Index -0.14% -0.27% -0.44% -0.40% - -0.39% 
클래스 D2 (EUR) -1.00% 0.01% 4.02% 1.53% - 1.89%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 1.64% 
클래스 X2 -0.91% 0.60% 5.65% 2.96% - 3.19% 
LIBOR 3 Month Index 0.06% 0.13% 0.91% 1.88% - 1.62% 
수익률 변동성(%) 1.97% 2.08% 2.42% 2.24% - 2.36% 

 
(바)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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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하위펀드 성명 직위 경력 
연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기준일자: 2019.12.31) 
펀드수 규모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Raffaele Savi Managing 

Director 24 해당 없음 $1,200억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Mark McKenna Managing 
Director 23 해당 없음 $85억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Andrew Ang Managing 

Director 23 해당 없음 $2,660억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Raffaele Savi Managing 

Director 24 해당 없음 $1,200억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Sam Vecht  Managing 

Director 20 해당 없음 $33억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Sergio Trigo 
Paz 

Managing 
Director 29 해당 없음 $176억 

주 1)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수익률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
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블랙록 아시아
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및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해됩니다. 본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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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X X  X X      X  X X  X       

(2)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3)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X X   X  X  X   X X X X X  X     

(4) 블랙록 시스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X                      

(5)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X X  X X    X  X X X X  X     X  

(6)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고난도투자상품 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일부 펀드들의 경우 파생거래를 하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산정한 파생거래의 위험평가액이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각 하위펀드의 국내에서의 투자위험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하위펀드 위험등급  
산정기준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투자위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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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원칙적으로 하위펀드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위펀드 전체의 위험등급 수준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클래스(이하 '대표클래스')가 있는 경우 동 클래스에 적용되는 투자위험등급 체계와 
위험등급(변동성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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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 하위펀드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10.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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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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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방법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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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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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 
기준가격의 결정 매일 및 매주 거래되는 펀드의 가격은 거래일 오후에 결정되며,  

격주로 거래되는 펀드의 가격은 그 다음 영업일 아침에 결정. 
가격표시 방법 해당 펀드의 거래 통화(들)로 표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각 지역의 투자자 서비스 담당부서,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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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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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절차 및 
방법 

국내판매대행회사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각 하위주식간 전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전환가격에 의한 
환매와 매입의 신청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거래계좌 내에서 대체처리 하되, 환매에 따른 세액은 
기준가격 상승분만큼 과표를 산정하여 산정된 세금을 국내 고객이 결제계좌에 원화로 입금시킵니다. 
전환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신고가 수리된 펀드 중 전환청구일 현재 국내판매대행회사에서 
판매중인 펀드로의 전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Luxembourg) S.A. 
모집기간 추가형·개방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수량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1. 6. 18. 존속기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사업목적 및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A 주식은 배당주식 및 무배당주식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판매됩니다 

클래스 D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클래스 D 주식은 1) MiFID II 지침에서 정하는 투자활동
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2)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을 자신의 고객과 체결하고 
있으며, 3)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펀드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리베이트나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 자문사나 일임사 또는 판매회사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클래스 X 

클래스 X 주식은 배당주식 및 무배당주식으로 판매되며 투자자문회사들 또는 
계열사들의 재량으로 기명주식으로만 발행됩니다.  클래스 X 주식에 대하여는 운
용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약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 또는 계열사에게 운용
보수를 지급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û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û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û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û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û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http://www.kof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