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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신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즉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의 주식중개인, 은행매니저, 변호사, 회계사, 고객관리자 또는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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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소: 2-4, rue Eugène Ruppert, L-2453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R.C.S. 

Luxembourg B6317 

2019년 2월 11일 

투자자 여러분, 

 

블랙록 글로벌 펀드(본 “투자회사”)의 이사회(“이사회”)는 본 투자회사와 그 하위펀드들(“펀드”)에 대한 이하 변경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신에 기재된 모든 변경사항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19년 3월 25일(“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본 서신은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본 서신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투자회사의 2019년 2월 11일자 글로벌 투자설명서(www.Blackrock.com에서 입수가능)*(“글로벌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FMA”) 변경 사항 

FMA가 “ESG 멀티에셋 펀드(ESG Multi-Asset Fund)”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ESG”)를 고려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이하 표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목적과 방침이 추가되거나 수정됩니다. “ESG”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발행인은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i) 논란이 되는 무기(핵, 접속탄, 생화학, 지뢰, 눈 멀게 

하는 레이저, 열화 우라늄, 소이무기)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발행인, (ii) 수입의 30% 이상을 연료탄 추출과 생산으로부터 얻는 

발행인, (iii) 담배 생산자 및 수입의 15% 이상을 담배 소매업, 판매, 인가로부터 얻는 발행인, (iv) 민간인에게 소매판매하기 위한 총기를 

생산하거나 이로부터 수입의 5% 이상을 얻는 발행인, (v) 인권, 노동규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발행인. UNGC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원칙을 실행하고자 설립된 유엔산하 전문기구입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는 주류의 생산/판매/인가, 도박관련 활동이나 설비의 소유나 운영, 원자력 관련 활동의 지원과 채굴, 및 성인용품의 

생산 업종에 종사하는 발행인의 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본 서신에 따른 부록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운용보수가 인하됩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 펀드는 ESG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와 유사한 펀드와는 다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 펀드는 유리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매도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ESG 특징으로 인해 증권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에 따른 투자제한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더라도 본 펀드가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는) 글로벌 총수익을 추구하는 멀티에셋 펀드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본 펀드의 위험-보상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ESG 중심의 투자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절차에 윤리경영(governance)을 추가할 뿐 아니라 운용보수를 

경감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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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 (Global Opportunities Fund)(“GOF”) 변경 사항 

GOF는 본 펀드의 전략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글로벌 롱호라이즌 주식 펀드(Global Long-Horizon Equity Fund)”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본 펀드의 운영방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뉴에너지 펀드(New Energy Fund)(“NEF”) 변경사항 

NEF가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ustainable Energy Fund)”로 명칭이 변경되며 본 서신에 따른 부록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방침 상 

“뉴 에너지”라는 언급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대체됩니다. 본 펀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상장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력, 운송, 구축환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명칭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뉴 에너지” 보다 본 펀드가 이러한 3가지 업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더 잘 반영합니다. 

4.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World Agriculture Fund)(“WAF”) 변경사항 

WAF가 “뉴트리션 펀드(Nutrition Fund)”로 명칭이 변경되며 본 서신에 따른 부록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방침 상 농업과 식품 관련 

기업의 주식에 둘 다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방침이 확대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본 펀드는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과 농업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자문회사가 본 펀드의 변동성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의 일환으로 A 주식종류의 운용보수가 1.75%에서 1.50%로 인하됩니다. 

5.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Dynamic High Income Fund) 및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Global Allocation Fund)는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이미 

기재된 다른 펀드들에 추가하여)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을 통해서 중국 역내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6. 후강퉁 및 선강퉁(Stock Connects) 

펀드가 후강퉁과 선강퉁을 활용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글로벌 투자설명서가 변경됩니다. 투자자들은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본 투자회사의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본 

펀드의 투자방식에는 아무런 변화를 야기하지 아니합니다. 

효력발생일자로부터 다이나믹 하이 인컴 펀드 (Dynamic High Income Fund)는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인디아 펀드(India Fund)의 포트폴리오 운용 검토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DSP BlackRock Investment Managers (DSPBIM)과 BlackRock India Equities (Mauritius) 

Limited 간의 자문계약이 최근 해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주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야기하지 아니하며 본 펀드의 운용전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DSPBIM은 더 이상 BlackRock BlackRock India Equities (Mauritius) Limited의 비일임 투자자문회사로 행위하지 않습니다. 

BlackRock Asset Management North Asia Limited는 계속해서 본 펀드의 하위자문사로 행위하며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사회는 인디아 펀드의 비일임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8. 조건부 자본증권, 부실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투자 

조건부 자본증권, 부실채권 및 ABS/MBS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부 펀드의 투자전략이 변경됩니다. 해당 펀드와 변경내용은 부록 4A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에 수반되는 위험(이하 기재됨)을 고려하여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에 적절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해당 펀드가 활용하는 조건부 자본증권, 부실채권 및 ABS/MBS의 현행 한도가 변경될 예정이며 해당 펀드와 변경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4B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도를 새로 추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투자자문회사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을 각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펀드의 투자특성과 포지셔닝이 현재 

투자환경과 주주들의 기대와 관련성을 가지고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의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하고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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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기 위해 펀드가 더 광범위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사회는 이러한 변경이 주주들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 본 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방침, 전체 위험 특성, 운용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 뉴에너지 

펀드(New Energy Fund)와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World Agriculture Fund)는 본 서신 3항 및 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리포지션닝됩니다).  

조건부 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s)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정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무증권에는 국채와 같은 

다른 채무증권에 비하여 더 큰 신용, 유동성 및 금리 위험이 수반됩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투자자는 지분 보유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자본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촉발수준이 상이하고 전환위험에 대한 

판단이 자본비율과 촉발수준 간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가 전환 사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가 전환에 따른 증권의 움직임을 가늠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증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위험 고려사항” 중 “조건부 자본증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Distressed securities)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실채권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회사가 발생한 증권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부실채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위험 고려사항” 중 “부실채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S / MBS 

간단히 말씀드리면, ABS와 MBS는 각각 기초 자산과 모기지 론으로 이루어진 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흐름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무증권에는 국채와 같은 다른 채무증권에 비하여 더 큰 신용, 유동성 및 금리 위험이 수반됩니다. 

ABS와 MBS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위험 고려사항”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Global Allocation Fund)의 위험 배분 벤치마크 명칭 변경 

부록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Global Allocation Fund)의 2가지 위험 배분 벤치마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글로벌 

투자설명서가 2019년 2월 11일자로 갱신됩니다.  벤치마크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0. 보관회사 겸 펀드 회계담당회사 변경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보관회사 겸 펀드 회계담당회사(영국에서 설립된 Bank of New York Mellon 그룹사의 

룩셈부르크 지점)은 더 이상 펀드의 보관회사 겸 펀드 회계담당회사로 행위할 수 없게 됩니다. 본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The Bank of New York Mellon (International) Limited, Luxembourg Branch는 2019년 2월 11일자로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로 교체됩니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SA / NV, Luxembourg Branch(“새로운 BNY 회사”)가 현재와 동일한 보관 및 

펀드 회계처리 계약 조건에 따라 본 투자회사의 펀드의 보관회사 겸 펀드 회계담당회사로 선입됩니다 (“BNY 회사 변경”). 보관 및 

펀드 회계담당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lackRock 웹사이트에서 공시되는 글로벌 투자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NY 회사 변경의 결과로 The Bank of New York Mellon (International) Limited, Luxembourg Branch가 보관중인 투자자 정보는 The 

Bank of new York Mellon SA / NV, Luxembourg Branch 또는 이의 계열사에게 이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상 레버리지 수준 변경 

펀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해당하는 경우) 투자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펀드의 파생상품 

활용에 따른 투자 익스포저를 나타냅니다. 본 투자회사의 위험관리방침 및 레버리지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중 “위험관리” 및 “레버리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레버리지의 수준은 제한 조건이 아니며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이 현 수준에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와 변경되는 예상 레버리지 수준 및 그 변경 이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7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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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레버리지 수준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방침, 전반적인 위험 특성 및 운용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는 상기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리포지셔닝됩니다).  

12. 독일 세금 개혁 – 3개 펀드의 주식 투자비중 변경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개재된 일부 펀드들을 독일 투자세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위 주식형 펀드의 일부 

면제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자 합니다. 효력발생일자로 지속적으로 순자산가치의 51% 이상을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정규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하의 각 펀드는 지속적으로 순자산가치의 25% 이상을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정규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됩니다: 아세안 리더스 펀드 (ASEAN Leaders Fund), 아시안 그로스 

리더스 펀드 (Asian Growth Leaders Fund), 이머징 마켓 펀드 (Emerging Markets Fund).  

13. 순자산가치 및 가격 산정: 반희석화 

당사는 본 서신에 따른 부록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펀드의 희석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사회가 적용하는 희석 및 조정에 관한 

문구를 보다 명확화하였습니다. 

어떤 거래일에 펀드의 모든 주식종류의 주식 거래의 가치가, 이사들이 그 펀드에 관하여 정한 (단일 한도가 아닌) 하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재무비용의 경우 예상 거래비용의 일부로 이미 반영되는 통상적인 관세나 부과금과 구별되는 특별비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 재량권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구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국채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당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희석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4. 본 투자회사의 펀드의 투자방침에 적용되는 규칙의 통합 

RQFII 쿼터, 후강퉁과 선강퉁 및/또는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거나 비투자등급 국채에 투자하는 본 

투자회사의 일부 혹은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규칙이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투자방침을 보다 명확히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펀드의 운용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갱신된 

글로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들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 

본 서신에 기재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본 서신에 기재된 변경내용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해당 효력발생일까지 글로벌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주식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현지 대리인 또는 투자자서비스팀(Investor Services Team)(이하 연락처 참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관련 문서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됩니다.  

일반 정보 

본 투자회사의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본은 효력발생일로부터 무료로 주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투자회사의 정관,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사본은 요청 시 무료로 투자자의 현지 대리인 또는 한국 투자자의 경우 본 투자회사의 국내대리인인 블랙록 

자산운용 주식회사(전화: 82-(0)2-751-0500)로부터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신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의 최선의 지식 및 믿음에 기초하여 볼 때 (이사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임) 본 서신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사실과 부합하며 동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누락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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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 투자회사의 국내대리인인 블랙록 자산운용 주식회사(전화: 82-(0)2-751-05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명) 

Paul Freeman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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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 변경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 

(Flexible Multi-Asset Fund) 

(효력발생 이전) 

ESG 멀티에셋 펀드 

ESG multi-Asset Fund 

(효력발생일자로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에서 명칭 변경 및 리포지셔닝)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는 

자산배분정책을 통하여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전세계적으로 주식, 채권(고수익 채권을 포함),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수익증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주로 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 허용된 투자를 통한 상품에 대한 

간접노출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산배분에 관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취합니다.  이 하위펀드는 기준통화(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에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됩니다.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본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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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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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됩니다.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주식이나 채권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ABS, MBS, 비투자등급 채권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질 

ESG 멀티에셋 펀드(ESG Multi Asset Fund)는 자산배분정책을 

통하여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 

“ESG” 중심 투자 원칙에 따라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전세계적으로 주식, 채권(고수익 채권을 포함),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수익증권), 현금,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상기한 투자기준에 추가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증권이 아닌) 본 펀드가 직접 투자하게 될 증권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ESG 특징을 고려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발행인은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i) 논란이 

되는 무기(핵, 접속탄, 생화학, 지뢰, 눈 멀게 하는 레이저, 열화 

우라늄, 소이무기)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발행인, (ii) 

수입의 30% 이상을 연료탄 추출과 생산으로부터 얻는 발행인, (iii) 

담배 생산자 및 수입의 15% 이상을 담배 소매업, 판매, 인가로부터 

얻는 발행인, (iv) 민간인에게 소매판매하기 위한 총기를 생산하거나 

이로부터 수입의 5% 이상을 얻는 발행인, (v) 인권, 노동규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발행인. UNGC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원칙을 실행하고자 설립된 유엔산하 전문기구입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는 주류의 생산/판매/인가, 도박관련 활동이나 

설비의 소유나 운영, 원자력 관련 활동의 지원과 채굴, 및 

성인용품의 생산 업종에 종사하는 발행인의 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종을 분석하고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는 외부 ESG 리서치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자체 

모델 및 현지 정보통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MSCI 

ESG 평가등급이 BBB 미만인 발행인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본 펀드는 (주로 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 허용된 투자를 통한 상품에 대한 

간접노출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산배분에 관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취합니다.  이 하위펀드는 기준통화(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에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됩니다. 

본 펀드는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 펀드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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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투자자는 “특정 위험 고려사항”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관리 방법: 상대적 VaR (50% MSCI World Index / 50% 

Citigroup World Government Bond Euro Hedged Index를 적절한 

벤치마크로 사용)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200% 

 

외국인투자제도(Foreign Access Regime),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hina Interbank Bond Market) 및/또는 관계규정상 수시로 

허용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중국 본토 역내 채권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본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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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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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됩니다.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주식이나 채권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는 ABS, MBS, 비투자등급 채권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특정 위험 고려사항”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관리 방법: 상대적 VaR (50% MSCI World Index / 50% 

Citigroup World Government Bond Euro Hedged Index를 적절한 

벤치마크로 사용)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300% 

리포지셔닝에 따른 운용보수 변경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Flexible Multi-Asset Fund)에 적용되는 

현재 운용보수 

클래스 A 1.50%  

ESG 멀티에셋 펀드(ESG Multi Asset Fund)로 명칭변경 및 

투자목적과 투자방침 변경 후 적용되는 운용보수 

클래스 A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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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뉴에너지 펀드(New Energy Fund) 변경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뉴에너지 펀드 

(New Energy Fund) 

(효력발생 이전)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Sustainable Energy Fund 

(효력발생일자로 뉴에너지 펀드(New Energy Fund)에서 명칭 변경 

및 리포지셔닝) 

뉴에너지 펀드(New Energy Fund)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전세계적으로 뉴 에너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뉴 에너지 회사라 함은 재생가능 에너지, 

대체연료, 에너지 보관 및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다음의 

업종으로 분류된 회사(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의해 정의됨)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석탄 및 소비재, 석유과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석유와 가스자원 산업.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 약정금 방식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ustainable Energy Fund)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라 함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업체, 

대체연료,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관 및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다음의 업종으로 분류된 회사(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의해 

정의됨)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석탄 및 소비재, 석유과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석유와 가스자원 산업. 

본 펀드는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3 -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World Agriculture Fund) 변경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 

(World Agriculture Fund) 

(효력발생 이전) 

뉴트리션 펀드 

Nutrition Fund 

(효력발생일자로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World Agriculture Fund) 

에서 명칭 변경 및 리포지셔닝)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World Agriculture Fund)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농업 회사에 투자하여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농업 회사란 농업, 농화학, 농기구, 농업 기반시설, 농산품, 식품, 

바이오 연료, 곡물학, 농장 및 입업과 관련된 회사를 말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 약정금 방식 

 

뉴트리션 펀드(Nutrition Fund)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포장, 

처리, 유통, 기술, 식품 및 농업 관련 서비스, 종자, 농업 및 식품용 

화학제품과 식품 생산업체를 포함한 식품과 농업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전세계 농업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에 총자산의 10%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본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 약정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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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A – 새로운 공시내용 

펀드 새로운 공시내용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Asian Tiger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대륙 스타일 배분 펀드 (Continental European Flexible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 (Emerging Markets Bond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머징 회사채 펀드 (Emerging Markets Corporate Bond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머징마켓 현지통화 채권 펀드 (Emerging Markets Local 

Currency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로 시장 펀드 (Euro-Markets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 펀드 (European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 주식 인컴 펀드 (European Equity Income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 포커스 펀드 (European Focus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 셀렉트 펀드 (European Special Situations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유럽 밸류 펀드 (European Value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채권 오퍼튜니티 펀드 (Fixed Income Global Opportunities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Global Allocation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회사채 펀드 (Global Corporate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 펀드 (Global Dynamic Equity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정부채 펀드 (Global Government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 (Global Multi-Asset Income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천연자원 주식 펀드 (Natural Resources Growth & Income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뉴에너지 펀드 (New Energy Fund) (to be renamed the Sustainable 

Energy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월드 애그리컬쳐 펀드 (World Agriculture Fund) (to be renamed the 

Nutrition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월드 채권 펀드 (World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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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새로운 공시내용 

월드 에너지 펀드 (World Energy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월드 골드 펀드 (World Gold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월드 광업주 펀드 (World Mining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영국 펀드 (United Kingdom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미국달러 채권 펀드 (US Dollar Bond Fund) 본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미국달러 단기금융펀드 (US Dollar Reserve Fund) 본 펀드의 ABS와 MBS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15%까지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서신의 8항 참고). 

또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시내용이 추가됩니다: “ABS와 MBS는 

주로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을 받은 유동화증권을 말하며 

정부 ABS와 MBS는 미국 국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집니다.”  

미국달러 중기채권 펀드 (US Dollar Short Duration Bond Fund) 본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부록 4B – 기존 공시내용의 변경 

부록 4B 의 목적상 ABS/MBS 에 대한 공시내용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본 펀드는 투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X]%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용연계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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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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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기존 공시내용의 변경 

차이나 채권 펀드 (China Bond Fund) ABS / MBS: ABS / MBS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현행 총자산의 20% 제한이 삭제됩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 (Emerging Markets Bond Fund) ABS / MBS: ABS / MBS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총자산의 20% 제한이 삭제됩니다. 

 

이머징 회사채 펀드 (Emerging Markets Corporate Bond Fund) ABS / MBS: ABS / MBS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총자산의 20% 제한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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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Global Allocation Fund)의 위험배분 벤치마크 명칭 변경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현행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배분 벤치마크 명칭 

(2019년 2월 11일 이전) 

개정된 위험배분 벤치마크 명칭 

(2019년 2월 11일 갱신되는 글로벌 투자설명서) 

위험 관리 방법: 상대적 VaR (36% S&P 500 Index, 24% FTSE 

World Index (Ex-US), 24% 5Yr US Treasury Note, 16% Citigroup 

Non-USD World Govt Bond Index 를 적절한 벤치마크로 사용) 

위험 관리 방법: 상대적 VaR (36% S&P 500 Index, 24% FTSE 

World Index (Ex-US), 24% ICE BofAML Current 5Yr US Treasury 

Index, 16% FTSE Non-USD World Govt Bond Index 를 적절한 

벤치마크로 사용) 

 

부록 6 –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0일 전 통지에 따른 강제 전환 

글로벌 투자설명서 문구 변경사항 

현행 글로벌 투자설명서 문구 

(효력발생일 이전) 

갱신된 글로벌 투자설명 서 문구 

(효력발생일 이후 갱신되는 글로벌 투자설명서)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의 투자기준(“주식의 클래스 

형식”란에 기재된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및 투자자유형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클래스를 매입한 경우 이사회는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를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해당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주식클래스(가능한 경우)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클래스의 투자기준(“주식의 클래스 

형식”란에 기재된 최초 투자를 위한 최소투자금액 및 투자자유형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클래스를 매입한 경우 이사회는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를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주식클래스(가능한 경우)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록 7 – 예상 레버리지 수준 변경 

펀드 현행 예상 

레버리지 수준 

새로운  

레버리지 수준 

Rationale for change 

멀티에셋 스타일배분 펀드 

(Flexible Multi-Asset Fund) 

(ESG 멀티에셋 펀드(ESG Multi-

Asset Fund)로 명칭 변경 예정). 

200% 300% 투자자문회사는 본 펀드의 기존 투자방침 및 향후 도입되는 

ESG 투자방침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광범위한 분산전략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낮은 예상 레버리지는 수준은 본 

펀드가 채권과 변동성 전략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상 레버리지 수준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문회사는 본 펀드의 전략적 다양성을 

높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한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월드 채권 펀드 (World Bond 

Fund) 

150% 250% 본 펀드의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현재 시가 보다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글로벌 정부채 펀드 (Global 

Government Bond Fund) 

 

180% 300% 본 펀드의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현재 시가 보다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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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사채 펀드 (Global 

Corporate Bond Fund ) 

140% 200% 본 펀드의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현재 시가 보다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부록  8 – 반희석화 문구 변경 

현행 문구 

(효력발생일 이전) 

개정 문구 

(효력발생일 이후 적용)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희석”으로 인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희석은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 하기 위한 실제 비용이 거래 비용, 세금, 

기타 기초자산의 매입매각의 가격차로 인하여 하위펀드 내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상이하여질 때 발생합니다.  희석은 하위펀드의 가치 

및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으며, 주주는 희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일에 펀드의 모든 종류의 주식의 거래가, 

이사들이 그 펀드에 관하여 수시로 (동 펀드의 시장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주식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i) 동 펀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및 (ii) 동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간의 차액을 반영하는 금액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자산가치의 1.50% 또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이사회는 조정금액을 기대 

재무비용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비용은 시장에 따라 

다르며 현재 순자산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주식시장 및 국가는 매수 및 매도 측에 대한 수수료 청구구조가 서로 

상이하여서 그로 인한 조정이 순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펀드가 국공채 또는 

단기금융상품(증권)에 상당히 투자하는 경우 이사들은 그러한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조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 

변동성은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의 실적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희석”으로 인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희석은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 하기 위한 실제 비용이 거래 및 중개 

비용, 세금과 관세, 시장변동, 기타 기초자산의 매입매각의 

가격차로 인하여 하위펀드 내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상이하여질 때 

발생합니다.  희석은 하위펀드의 가치 및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으며, 주주는 희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일에 펀드의 모든 

주식종류의 주식 거래의 가치가, 이사들이 그 펀드에 관하여 정한 

하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에 조정될 수 있는 해당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해당 펀드의 

예상 시장거래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치의 1.50% 또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 가치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순 

변동액이 펀드 주식 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주식시장 및 국가는 특히 

관세와 세금 관련 매수 및 매도 측에 대한 수수료 청구구조가 서로 

상이하여서 그로 인한 조정이 순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조정금액을 특별 

재무비용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재무비용은 

시장에 따라 다르며 현재 순자산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가 국채 또는 단기금융상품(증권)과 같은 

특정 자산군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이사들은 그러한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조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 변동성은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의 실적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