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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23일 
 
3. 정정사항: 2021년 3월 10일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서 전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일반사무관리보수 연간 서비스 보수 

문서 전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블랙록 그룹 내의 관계와 PNC 그룹과의 
이행상충 및 관계 

BlackRock 그룹사 내의 이해상충 관계 

‘제2부 7.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목
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펀드 선택: 어느 펀드가 그 한계에 도달한 
경우, 주주들은 이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
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펀드에서의 신규 
매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해
당 기간 동안 주주들이 해당 펀드를 환매하
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환매 또는 시
장의 발전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한계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재
량으로 해당 펀드 또는 주식클래스를 일시
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다시 개방할 수 있
습니다.  특정 시점에 이와 같이 주식을 매
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지역 투
자자 서비스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선택: 추가 정보는 제2부 내용 중 ‘11. 
가. 매입’에 포함된 ‘펀드 주식의 거래
(Dealing in Fund Shares)’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7.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ESG 펀드 관련 내용 삭제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투자는 종
종 “지속가능한 투자”와 함께 사용되거나 
혼용됩니다. BlackRock은 지속가능한 투자
를 전반적인 틀로 정의하며, ESG를 
BlackRock의 솔루션을 파악하고 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활용하는 데이터 도
구로 정의합니다. … 이하 ESG 통합 
(ESG Integration) 관련 내용 명확화 
 
- 투자 스튜어드십(Investment 
Stewardship) 관련 내용 명확화 
 
- SFDR 
BlackRock은 관련 데이터를 기초투자 유
형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SFDR 규정에 기재된 건전한 지배구조 기
준에 따라 기업들 내 기초 투자자산을 평
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전한 경영 구
조, 근로자 관계, 직원 보수 및 납세 준수
와 관련됩니다. BlackRock은 기초 발행인
의 지속가능성 관련 특징들을 평가할 시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특정 ESG 전략에 
따라 건전한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요인
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하 SFDR 
관련 내용 추가 
 
-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침(Baseline 
Screens Policy) 관련 내용 명확화 

제2부 10. 집합투 글로벌 투자 - MSCI ESG 평가 기준, 파생상품, 사이버보안 위험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자기구의 투자위
험 - 가. 일반위험 

설명서 갱신 - 자연재해 또는 인재 및 전염병의 영향, 조세 위험, 리보(LIBOR)금리 및 기타 기준금리, 
지속가능성 위험 - 일반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 참고. 

제2부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
험 - 나. 특별위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ABS MBS, 조건부 자본증권 위험 추가 
-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위험 추가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특정 부문에 투자하는 펀드, 이머징시장, 브렉시트(Brexit)의 잠
재적 영향, 부동산 증권 투자 펀드, 인프라스트럭쳐 증권 투자 펀드, 후강퉁과 선강퉁
(Stock Connects)을 통한 투자에 적용되는 특정 위험 관련 내용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 참고.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준가격 적용기준 - 
다. 전환 - 글로벌 
전환 절차 - 주식
의 전환 - 펀드 및 
주식클래스 간의 
전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자들은 (i) 매일 거래되는 펀드를 매일 
거래되지 않는 펀드로 전환 요청할 경우, 
전환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은 매일 거래되
는 펀드의 익 거래일에 산정되는 가격이며 
전환매입 시 적용되는 가격은 매일거래되
지 않는 펀드의 익 거래일에 산정되는 가
격이라는 사실 및 … 사실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i) 매일 거래되는 펀드를 매일 
거래되지 않는 펀드로 전환 요청할 경우, 
전환매입 및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은 매
일거래되지 않는 펀드의 익 거래일에 산정
되는 가격이라는 사실 및 … 사실을 주지
하여야 합니다. 

제2부 14. 이익 배
분 및 과세에 관
한 사항 - 나. 과
세 - (1) 룩셈부르
크에서의 과세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독일 세금 개혁 - 주식형 펀드 
 

독일 세금 규정 관련 내용 명확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 참고. 

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
에 관한 사항 - 가. 
하위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회사들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BlackRock, Inc.의 최대주주는 미국 공개회
사인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입
니다. 

삭제됨 

[붙임 II] 펀드 부록 
- 투자목적 
블랙록 글로벌 이
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
일배분 절대수익
추구 펀드 
블랙록 저변동 이
머징마켓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투
자등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ABS와 MBS
에 순자산가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는 자산담보부 기
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
채담보부증권(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 
모기지담보부채권(collateralised mortgage 
obligation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

(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신
용연계채권, 부동산담보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주택저당채
권 담보부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이 포함됩니다. 
ABS와 MBS의 기초자산에는 대출채권, 리
스 또는 미수채권(ABS의 경우 신용카드채
권, 자동차 대출채권, 학자금 융자 그리고 
MBS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입한 상업용 또는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ABS
와 MBS는 투자자의 수익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BS
는 실물 증권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
양한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구하기 위해 신용불이행스왑이
나 파생상품 바스켓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
용하여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용 중 ’10. 나. 특별 위험’의 “특정 위험 고
려사항”에 기재된 해당 위험에 관한 고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의 경우 
5% 

[붙임 II] 펀드 부록 
- 벤치마크의 활용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블랙록 글로벌 이
벤트 드리븐 펀드 
블랙록 팩터스타
일배분 절대수익
추구 펀드 
블랙록 아시아퍼
시픽 절대수익추
구 펀드 
블랙록 저변동 이
머징마켓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회
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벤치마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각 하위펀드의 벤치마크는 <붙임> 참고.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범아
메리카 주식 절대
수익추구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이 펀드가 활용하는 주요 파생상품의 유형
은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입
니다. 

투자목적 
이 펀드가 활용하는 주요 파생상품의 유형
은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계약
(contracts for difference)입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
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글로
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이 펀드는 순자산가치의 10%까지 부실증
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목적 
이 펀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
자산가치의 10%까지로 제한되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5%까지로 제한됩니다 … 
 
이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
왑과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
수익스왑과 차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수 유형 및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
준지표: Type A - BofA ML 3M USD Treasury 
Bill Index 

성과보수 유형 및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
준지표: Type A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3 Month US Treasury Bill Index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팩터
스타일배분 절대
수익추구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 

투자목적 
이 펀드는 투자방침에 따라 주식, 주식 관
련 증권, 채권(fixed income transferable 
securities) 및 채권 관련 증권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총수익스왑과 차액계약

(contracts for difference)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펀드가 보유하는 총수익스왑과 차
액계약의 예상 및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별첨 G를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비용 
 운용보수 

클래스 A 1.50% 

클래스 D 0.75% 
 

보수 및 비용 
 운용보수 

클래스 A 1.10% 

클래스 D 0.55%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시스
테마틱 ESG 월드 
주식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체계
적인 (즉, 원칙에 입각한) ESG 방식을 활용
합니다.  

투자목적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펀드는 아
래 ESG 방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 시 
체계적인 (즉, 원칙에 입각한) ESG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을 평
가함에 있어 고유 리서치를 통해 결정된 환
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의 결과, 예
상수익(ESG 수익 요인 포함), 위험 및 거래
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 
 
 
 
 
 
 
 
상기한 내용에 추가하여 이 펀드는 일반적
인 ESG(또는 배타적) 선별 방침에 따라 
투자하고자 합니다. 
 

ESG 방침 
이 펀드의 ESG 방식을 활용하여 매수 시점
의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고유 리
서치를 통해 결정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의 결과, 예상수익(ESG 수익 요인 
포함), 위험 및 거래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
소에 중점을 둡니다. …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문회
사는 외부 ESG 제공자들이 제공한 데이
터, 고유 모델 및 현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추가하여 이 펀드는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침
(Baseline Screens Policy)(글로벌 투자설
명서 별첨 F 명시)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펀드는 상기와 같은 ESG 기준을 충족
하지 않는 발행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간
접적인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이나 수익권 등을 통해)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벤치마크의 활용 
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문
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재량
을 가집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이 펀드의 
편입자산을 구성함에 있어, 그리고 이 펀
드가 취하는 적극적인 위험(즉, 지수로부
터 벗어난 편차 정도)이 이 펀드의 투자목
적과 방침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World 
Index (“지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투
자자문회사는 투자자산 선정시 지수의 편
입종목이나 편입비중에 구속되지 않습니
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는 특정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지수 편입종목이 아닌 증권
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의 편입
자산은 지수에서 상당히 벗어날 것으로 예
상됩니다. MSCI World Index는 이 펀드의 
성과 비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아시
아퍼시픽 절대수
익추구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이 펀드는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
스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이 펀드는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방침
에 따라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에 투자할 수 있습니
다. 펀드가 보유하는 차액계약의 예상 및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최대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투
자설명서의 별첨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정보 
총수익스왑 및 CFD에 투자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이 펀드 순자산가치(“NAV”)의 150%
입니다. 이 펀드는 총수익스왑 및 CFD 최
대 70% 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투자비율은 투자한도가 아니며, 실제 
투자비율은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됨 

[붙임 II] 펀드 부
록 - 블랙록 저변
동 이머징마켓 채
권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투자목적 
- 

투자목적 
이 펀드의 ABS와 MBS에 대한 익스포저
는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이 펀드의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익
스포저는 순자산가치의 20%까지로 제한되
며 부실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순자산가
치의 10%까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450% 

펀드의 예상 레버리지 수준: 순자산가치의 
550% 

[붙임 III] 용어풀이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집합투자기구(CIS),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Regulation) 관련 내용 추가 
- PNC 그룹 관련 내용 삭제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 참고. 

[붙임 V] 추가 정보 
- 16. BlackRock 그
룹사 내의 이해상
충 관계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주요 주주 - PNC 관련 내용 기재 삭제됨 

 
<붙임> 각 하위펀드의 벤치마크 
 

하위펀드 벤치마크 
블랙록 범아메리카 주식 절대수익추구 펀드 LIBOR 3 Month Index 

블랙록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펀드 Th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3 Month US Treasury Bill Index 

블랙록 팩터스타일배분 절대수익추구 펀드 LIBOR 3 Month Index 

블랙록 아시아퍼시픽 절대수익추구 펀드 LIBOR 3 Month Index 

블랙록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LIBOR 3 Month Index와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 Index (50%) 및 
JP Morgan GBI-EM Global Diversified Index (50%)를 포함하는 합성 벤치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