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고배당 예상 주식에 집중 투자
• 고배당주 투자를 통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익 추구
• 시장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주식시장 등락 위험 감소 추구

베어링 고배당 펀드
증권투자회사(주식)

2020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배당부문�최우수상
(KG제로인�주최)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왜 베어링 고배당 펀드인가?
● 고배당 펀드의 명가 : 20년 이상 배당주 펀드 운용 노하우  
●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고배당주 발굴 능력
● 시장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주식시장 하락 시 방어력 기대
● 확고한 운용원칙 및 운용철학 아래 흔들림 없는 펀드 운용 

이런 투자자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주식투자 및 배당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장기투자 고객 
● 주식펀드 투자자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
● 기존 성장주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분산 투자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

투자운용 전략

채권 금리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역사적 관점에서 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인 주식 

 

시장 평균이상 배당을 지급
하며 중장기적 성장하는 주식 

보통주 대비
배당 매력이 뛰어난 우선주

 
배당성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품개요 위험등급(1 : 매우 높음 ~ 6 : 매우 낮음) 1 2 3 4 5 6

상품명
상품유형

운용회사

종류구분

보수
(연)

총

판매

집합투자

신탁, 사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방법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증권(국내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A

1.756%

1.000%

0.700%

0.056%

납입액의
1.0% 이내 없음

Ce

1.256%

0.500%

0.700%

0.056%

없음

15시 30분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Ae

1.156%

0.400%

0.700%

0.056%

납입액의 
0.5% 이내

베어링자산운용 최근 수상내역

재무 안전성
우수한 현금흐름,

  건전한 재무구조

성장성
수요 또는

시장점유율 최소 유지

지배구조 우수성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수익성
ROE가 시장평균

이상인 주식

● 2018년 3월, 아시안 인베스터 어워즈
“올해의 자산운용사”

● 2017년 2월, 더벨 WM 어워즈
“올해의 주식형 펀드”

● 2017년 3월, 모닝스타 코리아
“대형주 주식 부문 대상” 
“채권혼합 부문 대상”

(고배당펀드), 
(퇴연배당40펀드)

● 2018년 1월, KG 제로인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대상”, “배당주식 부문 최우수상”

● 2019년 2월, 더벨 한국 WM 어워즈
“올해의 주식형펀드 운용사”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0~100%)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03548호
(2021.7.27~2022.7.26)

● 2020년 2월, 매경 증권대상
“주식형 베스트 운용사”

● 2020년 2월, 더벨 한국 WM어워즈
“올해의 주식형펀드 운용사”

● 2020년 2월, KG 제로인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배당주식 부문 최우수상”, “일반채권혼합 부문 최우수상”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1-1735850호 (2021.07.27~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