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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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서 전반 하위펀드 
추가 

- 블랙록 넥스트 모빌리티 펀드 
(BlackRock Future of Transport Fund)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 및 이하 <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
상 - 나. 투자제한 
- (18) 대한민국에
서 등록된 하위펀
드에 적용되는 추
가 투자제한 

투자제한 
추가 

- 4) 자본시장법상 대한민국에 등록된 하
위펀드 순자산의 60% 이상은 비 원화 
표시 증권에 투자, 운용되어야 합니다. 

 
<붙임>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위험등급 
 

하위펀드 투자목적 위험등급 집합투자업자 

블랙록 넥스트 
모빌리티 펀드 
(Future Of 
Transport Fund) 

* 전세계적으로 운송 기술의 리서치, 개발, 생산 및 유통 
부분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전세계 회사의 주식에 투
자하여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  
*전기, 자율주행, 및/또는 디지털 연결 차량과 같은 재생에
너지로의 전환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 집중함 
*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대형주 및 중소형주에 투자. 재
생에너지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ESG 위험 및 기회 관련 자격, ESG와 관련한 장기적인 문
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이러한 문제가 
해당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기초하여 기업
들을 평가함. 
*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업계 최고(best in class)” 방식 채택 
* ESG 등급/분석을 받은 증권발행인에 90%이상 투자 
* 대부분 전세계 선진시장에 투자하나 이머징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음. 
* 후강퉁 및 선강퉁 펀드에 해당하며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해 중국(PRC)에 총자산의 20%까지 직접 투자 가능 
* 조건부전환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5%로 제
한됨 
* 투자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
을 활용 

* 벤치마크를 참조하지 아니함 
* 본 펀드의 가중평균 ESG 등급은 지수 구성종목 중 하
위 20%를 배제한 MSCI ACWI의 ESG 등급보다 높음 

2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먼트 (유케이) 리미티드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5. 21. 
 

3. 정정사항: 판매대상 하위펀드에 이하 하위펀드를 추가 

- 블랙록 넥스트 모빌리티 펀드 (Future Of Transport Fund)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간이투자설명서 전반 하위펀드 추가 - - 블랙록 넥스트 모빌리티 펀드 
 
*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전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