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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위탁자산기준.
별도명기되지않은경우모든수치는 2022년 12월 31일기준. 수탁고는미달러화기준. 반올림과정에서백분율합계는 100%가되지않을수있음. 

세계적인생명보험사매스뮤추얼(MassMutual)의자회사이자글로벌 투자

전문가 베어링자산운용은공•사모 채권 및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차별화된 투자기회를제공합니다. 
회사소개
베어링자산운용

$3,472억 달러+
수탁고

1,200+
외부고객수

1,800+
글로벌 전문인력

지역별 제3자 위탁자산 현황1

42%

30%

28%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EMEA운용 오피스글로벌 본사 기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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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인국내채권수탁고 27억달러제외. 
2. 한국법인국내주식수탁고 79억달러제외.
3. 수탁고는기준일현재추정치. 연계채권포트폴리오내부동산대출수탁고포함.
4. 캐피털솔루션계정수탁고. 다른플랫폼포트폴리오자산과중복되지않음.
별도표기없는한모든수치는 2022년 12월 31일기준. 수탁고는미달러화기준. 멀티에셋전략수탁고 22억달러제외.

$120 억 달러
공모주식2

$1,902 억 달러
공모 채권1

공모

캐피털 솔루션4

$36 억 달러

$775 억 달러
사모 대출

$454 억 달러
부동산3

$57 억 달러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베어링의
글로벌 투자역량

베어링자산운용은

공모 및 사모시장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고객 여러분의투자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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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베어링의 철학

베어링자산운용은고객과의

파트너십을기반으로

고객 여러분의투자 목표

달성에 도움이되는

ESG 및 지속가능성솔루션

구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Charlotte Hornets과의파트너십을기반으로 Barings Book Bus를통한기부.

베어링의 접근방식

베어링자산운용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성장”한다고 믿으며, 운영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일상 생활 및 업무, 투자 활동을 영위하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투자 분석에 ESG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구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인 장기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베어링의 투자 접근법

3,000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멘토링 제공
(2022년 기준)

49,000권
이상+

2016년부터 도서 기부1

2,000개
이상+

노트북 기부(201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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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공정, 
포용성
(Diversity,
Equity &
Inclusion)
베어링자산운용은다양한

인적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공정하며열린 기업 문화

구축으로모두의 성공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합니다.

베어링의 다짐

OUT & ALLIES재향군인 네트워크 베어링 블랙 얼라이언스
& 블랙 탤런트 네트워크

베어링 여성 네트워크

베어링의 인적 자원 그룹

파트너 및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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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작성일현재의의견, 예상및추정에근거한예측정보가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당사는예측정보를갱신하거나수정할의무가없습니다. 실제결과는
예측정보에서예상한것과상당히다를수도있습니다. 과거의운용실적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지않습니다. 투자에는위험이따릅니다. 투자에따른가치와수익은
상승하거나하락할수있으며보장된것이아닙니다. 본자료의어떤내용도투자및세금, 법적자문이나권유행위로인식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정보제공의
목적으로작성된것으로투자권유를위하여작성된것이아닙니다. 본자료는판매회사임직원의이해를돕기위한안내자료이며, 임의로일반투자자에게제공했을
경우, 당사는일체의법적책임을지지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자산가격및환율변동
등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0~100%)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투자자는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설명을들을권리가
있으며, 투자전상품설명서및집합투자규약을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가입전에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보수및수수료등에관하여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외화자산의경우환율변동위험을헤지할계획이나(UH형제외) 환율변동에따라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시장, 정치및경제상황등에따른위험으로자산가치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어떠한투자결정도본자료의정보에의존하여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중요정보

2022년 12월 31일기준.

중요 정보
전문 투자자 및 판매사 배포용.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or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Advisers (Japan) KK, 
Barings Investment Advisers (Hong Kong) Lt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LLC,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LLP, Baring North America LLC,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Jap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금융서비스 계열사로 (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으로 통칭합니다. 일부 계열사는 수수료를 받고 다른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 혹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불가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 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자문, 권유 또는
리서치가 아니며 그 러한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잠재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시 관련 혜택과 위험을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투자 결정을 내 리기 이전에 독립적인 투자, 법률, 세무, 
회계 및 기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합 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자료에 제시된 견해는 베어링의 것입니다. 작성 당시 알려진 사실 을 바탕으로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일 부 내용은 베어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출처에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 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 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 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전망은 작성일 당시 시장에 대한 베어링의 견해에 기초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예측, 예상 또는 전망도 미래 또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 성과는 현재 또는 미래 성과를 보장 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과는 반드시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 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또는 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 투자 결과, 미래 포트폴리 오 구성 또는 투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 다. 환율 변동은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재
본 자료의 배포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본 자료의 보유 또는 배포를 허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관할권에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자 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 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명입니다. 본 자료는 아래 법인 중 한 곳 이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이자 상 품거래법에 의거하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품거래자문업자(CTA)·상품투자신 탁회사(CPO)인 Barings LLC, FINRA에 등록된 제한적
목적의 브로커·딜러인 Barings Securities LLC, 또는 SEC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자문업자인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LLC; 
캐나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에 등록된 면제마켓딜러이자 펀드운용사인 Baring North Amercia LLC(Baring North America 
LLC는 MI 32-102(펀드운용사 등록 면제 대상) 의 4항(허용 고객)에 의존하며 퀘벡 금융시장청(AMF)에 Form 32-102F1과
Form 32- 102F2를 제출하여 MI 11-102(패스포트 시스템)에 따라 퀘벡의 면제마켓딜러로 등록됨);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가 및 규제(Ref No. 194662)를 받고 61 Aldwych, London, WC2B 4AE를 주소로 잉글랜드와
웨일즈(No. 03005774)에 등록된 법인인 Barings (UK) Limited, 영국 FCA의 인가 및 규제(Ref No. 170601)를 받는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또는 영국 FCA의 인가 및 규제(Ref No. 122628)를 받고 SEC 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이자
온타리오증권위원회에 등록된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또 한 NI 31-103의 8.26 조항(국제자문업자 면제)에 의존하며 퀘벡, 매니토바, 브리티시컬롬 비아 및
알버타에서 Form 31-103F2를 제출함);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발급한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센스(No. 342787)에 따라 호주 내 금융서비스업 인가를 받은
Barings Australia Pty Ltd (ACN 140 045 656); 
홍콩 증권선물법 규정(Cap 571)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홍콩 내 1종(증권 거래), 4종(증권 자문) 및 9종(자산운용) 업무
인가를 받은 Barings Investment Advisers (Hong Kong) Ltd, 또는 홍콩 증권선물법 규정(Cap 571)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홍콩 내1종(증권 거래), 2종(선물 거래), 4종(증권 자문), 5종(선물 자문) 및 9종(자산운용) 업무 인가를
받은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일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제 25조)에 의거해 일본 금융청에 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 자자문업,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록번호 961-KLFB)로 등록된 Barings Advisers (Japan) KK, 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제
25조)에 의거해 일본 금융 청에 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자문업,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록번 호 396-
KLFB)로 등록된 Baring Asset Management (Japan) Limited; 
독립 법인인 Baring SICE (Taiwan) Limited(법인등록번호: 2008 FSC-SICE-Xin-030; 주소: 21 F, No.333, Sec.1 Keelung 
Road, Taipei 11012; 전화번호: 0800 062 068);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으며, 금융위원회에 전
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저작권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실적 배당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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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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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자 대상:
동 문서 혹은 베어링은 펀드에 대한 투자의 관심을 지니고 있는 동 문서 수령인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 포함 한국내 관련법에
대한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펀드에 대한 투자 제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승인 받은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행해질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한국내에서 혹은 한국 거주자에게 관련법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재배포
또는 재판매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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