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5. 21. 
 
3. 정정사항: (1) 일부 하위펀드 삭제 

(2) 일부 하위펀드 명칭변경 
(3) 2021년 11월 26일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서 전반 하위펀드 
삭제 

블랙록 퍼시픽 주식 펀드 
(BlackRock Pacific Equity Fund) 

삭제됨 
** 블랙록 퍼시픽 주식 펀드는 2021년 6월 
28일자로 청산됨 
 
* 국내에서의 판매분 없음 

문서 전반 하위펀드 
명칭 변경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BlackRock US Government Mortgage Fund)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BlackRock US Government Mortgage 
Impact Fund) 

주요투자위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차이나 채권 펀
드: ABS/MBS/ABCPs 위험 추가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ESG 투자 
방침 위험 추가 

[첨부 1]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10%
까지 투자 가능 

[첨부 1]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정부국가저당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의 저당권담보
부증권을 포함하여 위 기관 및 미국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및 페니매
(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행한 저당권담보부증권과 같이 저당권부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기타 미
국정부 증권 
- 
* 위험 관리 목적으로 FTSE Mortgage 
Index 참조 

미국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며 사회 및/또는 환경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권에 투자 
농촌주택, 모듈러주택(manufactured 
housing), 주 주택금융청(State Housing 
Finance Authorities)이 발행한 주택자산풀과 
맞춤형 임팩트 MBS 자산풀을 포함하여 투
자자문회사가 그 재량으로 사회 및/또는 환
경적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
국가저당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의 저당권담보
부증권을 포함하여 위 기관 및 미국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및 페니매
(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행한 저당권담보부증권과 같이 저당권부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기타 미
국정부 증권 
“임팩트(Impact)” 투자란 재정적 수익 창출
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사회적 및/
또는 환경적 영향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투자를 말함. 
*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식 적용 
* 위험 관리 목적으로 Bloomberg Barclays 
MBS Index 참조. 투자전략으로 인해 본 펀
드의 투자대상은 지수 대비 20% 감소함 

[첨부 1]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고려 가능 

*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참조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글로벌 주식 인컴 
펀드 

[첨부 1]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 
차이나 채권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
까지 투자 가능 … 
* ABS, MBS, 비투자등급 채권에 상당한 익
스포저를 가질 수 있음 

[첨부 2] 각 하위
펀드의 수익률 

벤치마크 
변경 

(36)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FTSE 
Mortgage Index 

(36)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Bloomberg Barclays MBS Index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사항: (1) 일부 하위펀드 삭제 

(2) 일부 하위펀드 명칭변경 
(3) 2021년 11월 26일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서 전반 하위펀드 
삭제 

블랙록 퍼시픽 주식 펀드 
(BlackRock Pacific Equity Fund) 

삭제됨 
** 블랙록 퍼시픽 주식 펀드는 2021년 6월 
28일자로 청산됨 
 
* 국내에서의 판매분 없음 

문서 전반 하위펀드 
명칭 변경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BlackRock US Government Mortgage 
Fund) 

블랙록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BlackRock US Government Mortgage 
Impact Fund)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10%
까지 투자 가능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 미국 정부 모기
지 임팩트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정부국가저당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의 저당권담
보부증권을 포함하여 위 기관 및 미국정부
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및 페니매
(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행한 저당권담보부증권과 같이 저당권
부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기타 
미국정부 증권 
- 
* 위험 관리 목적으로 FTSE Mortgage 
Index 참조 

미국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며 사회 및/또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권에 투자 
농촌주택, 모듈러주택(manufactured 
housing), 주 주택금융청(State Housing 
Finance Authorities)이 발행한 주택자산풀
과 맞춤형 임팩트 MBS 자산풀을 포함하여 
투자자문회사가 그 재량으로 사회 및/또는 
환경적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국가저당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의 저당권담
보부증권을 포함하여 위 기관 및 미국정부
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및 페니매
(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행한 저당권담보부증권과 같이 저당권
부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기타 
미국정부 증권 
“임팩트(Impact)” 투자란 재정적 수익 창
출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사회적 
및/또는 환경적 영향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함. 
* BlackRock EMEA 표준 선별 방식 적용 
* 위험 관리 목적으로 Bloomberg Barclays 
MBS Index 참조. 투자전략으로 인해 본 펀
드의 투자대상은 지수 대비 20% 감소함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 글로벌 주식 인
컴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고려 가능 

* 위험 관리 목적으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참조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 차이나 채권 펀드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 투자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등급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ABS와 MBS에 총자산의 20%
까지 투자 가능 … 
* ABS, MBS, 비투자등급 채권에 상당한 익
스포저를 가질 수 있음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아세안(ASEAN)” 관련 내용 기재 삭제됨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가. 투자대상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SFDR 규정 
- 

SFDR 규정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US 
Government Mortgage Impact Fund) 추가 

제2부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
험 - 가. 일반위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리보(LIBOR)금리 및 기타 기준금리” 관련 
내용 기재 

삭제됨 

제2부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
험 - 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글로벌 투자
설명서 갱신 

-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차이나 채권 펀
드: ABS/MBS/ABCPs 위험 추가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ESG 투자 
방침 위험 추가 

[첨부3] 각 하위펀
드의 수익률 

벤치마크 
변경 

(36) 미국 정부 모기지 펀드: FTSE 
Mortgage Index 

(36) 미국 정부 모기지 임팩트 펀드: 
Bloomberg Barclays MBS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