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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펀드 (채권-재간접형)

2021년 4월

# 모닝스타 유형 EAA OE Global Senior Secured Bond Fund 기준. 2021년 3월 31일 기준. 트렌치 S - USD Dist 기준. 트렌치별 성과는 다를 수 있음. 피투자펀드인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펀드(Barings Global Senior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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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하는 인컴 투자기회
색다른 시각의 하이일드 채권 투자

모 닝 스 타  최 고  등 급  5 스 타 #  



*무위험이자율 대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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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인가?

매력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을 시현한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2010년 1월-2021년 3월)2

장기 투자 기회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을 시현해왔습니다. 선순위 담보채권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 미국 및 

유럽 시장을 아우르는 다각화된 투자기회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잠재 인컴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권의 적정 가격이 시장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투자자는 수익률 또는 스프레드* 상당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자본 방어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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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상 우선순위
발행사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은, 무담보 하이일드 채권 대비 자본구조 상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즉, 디폴트 상황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자는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구조 상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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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확대 속에 다각화된 투자 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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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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강등 및 채무불이행 기업이 

많지 않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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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면서, 대량의 

다각화된 신규 투자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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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펀드* 인가?

업계 최초
본 상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순위 담보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유럽과 미국의 담보 하이일드 채권에 

다각적으로 투자합니다.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은 투자자 니즈에 따라 환헤지형 및 환노출형, 월지급식 등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수수료 구분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수한 트랙 레코드4

2020년 11월 30일 기준, 트랜치 S 기준 설정 이후 연간수익률은 7.03%로, 벤치마크 누적수익률 (6.40%)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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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를 발굴합니다. 대규모 글로벌 투자플랫폼을 갖추고 있기에 각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는 크레딧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결과 개별 발행사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링 하이일드 

애널리스트들은 통상 35-45개의 크레딧을 커버하며 크레딧별 상대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하이일드 투자팀7

베어링 하이일드 투자팀은 미국과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전 세계 2,000여개 이상의 크레딧을 

인수하는 70여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8 투자팀은 20년 이상 하이일드 채권 트랙 레코드를 

자랑하며, 탁월한 운용성과 및 풍부한 투자 노하우를 인정받아 다양한 업계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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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개요

펀드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자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투자목적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Senior Secured 

Bond Fund) 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 중 선순위 

담보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고정 이자나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유럽 

지역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나,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머징 

마켓 지역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의 범위 내에서는 비담보 

하이일드채권, 투자등급 채권, 정부 발행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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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회사 베어링자산운용

주요투자

대상

동 펀드는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이 운용하며 Barings Umbrella Fund Plc의

Barings Global Senior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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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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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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z Pharma 2.22

Veritas 1.96

Triumph Group, Inc. 1.85

Automotive Association (aka The AA) 1.82

Verisure 1.75

Center Parcs 1.67

Domestic & General 1.52

Tenet Healthcare Corporation 1.45

Travelex 1.40

CGG 1.36

상위 10대 투자 종목 (%)



1. Moody’s global average corporate debt recovery rates. 2021년 1월 28일 기준.

2. 위험조정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 - 무위험 이자율)/표준 편차로 계산. 출처:IC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USD 헤지), ICE Bank of America (USD 헤지), JP Morgan CEMBI Broad 

Diversified Non-Investment Grade Index,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 Index, JP Morgan GBI-EM Global Diversified 

Index (USD 헤지), MSCI World Equity Index,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 Credit Suisse Western European Leveraged 

Loan Index (USD 헤지). 2021년 3월 기준. 주: 수익률 USD 기준, 샤프 비율 산정에 사용된 무위험 이자율은 Bloomberg Barclays U.S. 

Treasury Bellwethers 3-Month Total Return Index 기준

3. BAML BB-B Global High Yield Secured Bond Index (USD Hedged). 2021년 3월 기준.

4. 베어링, 모닝스타.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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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SD Dist 의 수익률은 총 인컴이 

재투자된 주당 순자산가치 에 기반하여 미 달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트렌치 S 는 개인고객 및 리테일 투자 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트랜치 S는 초기자본투자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Tranche S의 운용보수는 현재 0.25%로 Tranche G보다 낮습니다. 투자자들은 Tranche G의 성과가  

Tranche D USD Acc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Tranche S USD Dist의 성과가 단순 참고용으로 제시되었으며 

Tranche G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치 S의 설정일은 2018년 10월 1일 입니다.

6. 벤치마크 지수는 BAML BB-B Global High Yield Secured Bond Index(HW4S)입니다. 비교지수는 비교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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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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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1-1624867호(2021.04.28~2022.04.27)

본 자료는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에서 배포되었습니다.

3,540억 달러 (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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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기준

BARINGS.COM

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