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ND BROCHURE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채권 - 재간접형)

잠재인컴의 실현
매력적인 글로벌 인컴 수익 추구의 

기회가 펼쳐집니다.

모 닝 스 타  최 고 등 급  5 스 타 #  

2021년 4월

# 모닝스타 유형 EAA OE Global High Yield Bond 기준. 2021년 3월 31일 기준. 트렌치 F - USD Acc 기준. 트렌치별 성과는 다를 수 있음. 피투자펀드인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 기준.

중요정보

1.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집합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할 계획이나(UH 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상대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 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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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기회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은 장기간에 걸쳐 매력적인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인컴 창출에 

대한 투자기회가 방대해 전략적인 투자 자산군의 

하나로 편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접근법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투자기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술적 요인 및 펀더멘털  
글로벌 중앙 은행의 통화 완화적 조치에 따라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투자자의 일드 추구 

지속과 함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2020년 상반기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으나, 신용등급이 강등됐거나 

채무불이행에 돌입한 기업들이 많지 않고 시장의 

거래 또한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발행사 대부분이 

단기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고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기회
미화 약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당 규모 채권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소위 폴런 엔젤(fallen angel)들이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 대량 유입됐습니다. 또한, 신규 채권의 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하이일드 채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크레딧 전반의 퀄리티가 개선됐습니다. 

2020년 침체기 이후 하이일드 채권 시장은 라이징 

스타(Rising Stars ·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채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투자기회 또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은 지역, 

섹터, 크레딧별 만기 및 퀄리티 등에 따라 코로나

19 충격에서 회복되는 속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어링자산운용은 숙련된 액티브 

투자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기회가 방대한 환경에서 

잠재적인 알파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인가?

매력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을 시현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2010년 1월-2020년 12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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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확대 속에 다각화된 투자 기회2

글로벌 하이일드 수익률 및 미국 국채 수익률간  

낮은 상관성3

기간 상관관계

1999 - 2021 Q1 -0.46

2010 - 2021 Q1 -0.37

2015 - 2021 Q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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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인가? 

바텀업 크레딧 리서치 기반 액티브 운용   
베어링 하이일드 투자팀은 시장 내 거의 모든 투자기회에 대해 펀더멘털 바텀업 분석을 실시하여 최고의 

상대가치를 발굴합니다. 글로벌 투자플랫폼의 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개별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는 크레딧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결과 개별 발행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링의 

하이일드 채권 애널리스트별 모니터링 크레딧 수량은 통상 35-45개이며 크레딧별 상대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하이일드 투자팀7

베어링 하이일드 투자팀은 미국과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70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전 세계 2,000

여개  크레딧에 대한 투자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8 베어링자산운용의 하이일드 채권 트랙 

레코드는 20년을 상회하며, 탁월한 운용성과 및 풍부한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계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하이일드 채권에 포괄적으로 투자 
베어링자산운용은 미국과 유럽에 걸쳐 175개 내지 225개 발행사 중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합니다. 

미국과 유럽 양대 하이일드 채권 시장은 그 특성이 유사하나 시장별 하위 구성요소와 업종 비중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간 상대가치를 활용해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트랙 레코드4

2021년 3월 31일 기준 트랜치 F의 설정 이후 연간수익률은 8.42%로,벤치마크 수익률 (6.41%)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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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개요

펀드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투자목적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 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고정 이자 
또는 변동 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유럽 지역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나,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 정부 발행 채권, 현금 및 유동성, 이머징 마켓 
지역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운용회사 베어링자산운용

주요투자
대상

동 펀드는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이 운용하며 Barings Umbrella Fund Plc의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 에 주로 투자

신탁보수 Class A: 총 0.840% 

(운용 0.150, 판매 0.650, 신탁 0.030, 사무 0.010)

Class Ae: 총 0.510% 

(운용 0.150, 판매 0320, 신탁 0.030, 사무 0.010)

Class C: 총 1.190% 

(운용 0.150, 판매 1.000, 신탁 0.030, 사무 0.010)

Class Ce: 총 0.690% 

(운용 0.150, 판매 0.500, 신탁 0.030, 사무 0.010)

Class C-P: 총 0.790% 

(운용 0.150, 판매 0.600, 신탁 0.030, 사무 0.010)

Class S: 총 0.440% 

(운용 0.150, 판매 0.250, 신탁 0.030, 사무 0.010)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납입액의 0.70% 이내 (선취)
Class Ae: 납입액의 0.35% 이내 (선취)
Class S: 3년미만환매시, 환매액의 0.15% 이내 (후취)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방법 17시 이전: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17시 이후: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

자료: 베어링. 2021년 3월 31일 기준. 피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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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어링 2021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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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투자 비중(%)

Ford Motor Co. 2.49

Veritas 2.31

Occidental Petroleum Corp. 2.08

First Quantum Minerals Ltd 1.94

JBS 1.93

Icahn Enterprises 1.62

Triumph Group, Inc.  1.53

Sprint 1.50

Bausch Health Companies Inc. 1.46

Avolon Holdings Limited 1.36

자료: 베어링 2021년 3월 31일 기준.

상위 10대 투자 종목(%)



1. B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USD Hedged),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 

Credit Suisse Western European Leveraged Loan Index (USD Hedged),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 Index, JP Morgan 

CEMBI Broad Diversified Non-Investment Grade Index, MSCI World Equity Index and JP Morgan GBI-EM Global Diversified 

Index (USD Unhedged). 2020년 12월 기준. 수익률은 미 달러 기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 -  무위험 이자)/표준편차 로 

계산됨. 샤프 비율 및 리스크 조정 수익률 산정 시 사용된 무위험 이자는 Bloomberg Barclays U.S. Treasury Bellwethers 3-Month 

Total Return Index 기준.

2. BAML European Currency Non-Financial High Yield 3% Constrained Index and BAML US Non-Financial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2021년 3월 기준.

3. B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and JP Morgan US Government (5-10 Year Maturity)

Bond Index. 2021년 3월 기준.

4. 베어링. 모닝스타. 2021년 3월 31일 기준. 문서상 포함된 정보는: (i) 모닝스타 및 컨텐츠 제공업체의 것입니다; (ii) 해당 정보는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iii) 또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닝스타 및 컨텐츠 제공업체는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그 어떠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 성과는 반드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Tranche F USD Acc 의 수익률은 

총 인컴이 재투자된 주당 순자산가치에 기반하여 미 달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트렌치 F는 개인고객 및 리테일 투자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트렌치 F 의 재간접형 펀드 혹은 funds of funds 형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트렌치 F의 연간 운용보수는 현재 0%로 트렌치 G보다 낮습니다. 트렌치 F의 성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제시되었으며 트렌치 G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6. 2015년 12월 31일 기준 벤치마크 지수가 BAML Global Non-Financial High Yield Constrained Index(NH0C)에서 BAML Non-

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HNDC)로 변경됐으며, 과거 벤치마크 성과 자료는 HNDC를 기준으로 

합니다.  벤치마크 설정일은 2018년 10월 1일으로, Tranche G USD Dist Motnhly share 트랜치 성과와의 비교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비교지수는 비교 목적만을 위해 사용 되었습니다.

7. BENCHMARK Fund of the Year Awards 2019 House Award - High Yield Fixed Income - Best-in-Class Hong Kong은 

BENCHMARK가 지정한 정성적 평가 방법 및 기구 기준. 홍콩에서 수상한 Citywire Asia Awards 2020 - Best Fund Group (Bonds- 

Global High Yield)은 해당 그룹의 특정 분야에 관련 운용 전문 지식을 기준으로 평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직전 7년 성과 기준.  Asia 

Asset Management 2019 Best of the Best Performance Awards – US High Yield (3 years) 은 2018년 9월 30일 기준 직전 3년 성과 

기준.Asset Management Company of the Year, Asia – Fixed Income in The Asset Triple A Awards 2019는 직전 년도 성과 기준.

8. 베어링,  2021년 3월 31일 기준.

중요 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실적 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투자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용도는 판매사 사내한 또는 가입고객 열람용으로 제한함.  

전문 투자자 및 판매사 배포용.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1-1624867호(2021.04.28~2022.04.27)

본 자료는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에서 배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BARINGS.COM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3,450억 달러 (375조 원)*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한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은 차별화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공 · 사모 채권 및 부동산,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합니다. 세계적인 생명보험사 매스뮤추얼

(Massmutual)의 자회사인 베어링자산운용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현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및 책임 투자를 바탕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은 고객 및 지역 사회, 임직원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