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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변경 문서 변경 내용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사항 보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사항 보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VIP밸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투자비율 적용예외 사항 삭제 

- 투자대상 내 신용평가등급 관련 사항 보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사항 보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장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사항 보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6호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사항 보완 

-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 (4 등급3 등급)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부책임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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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부책임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 일부 펀드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역 변경은 없었으나 부책임책임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변경 시행일 : 2018년 04월 27일  

 

4.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dart.fss.or.kr/
http://www.kofia.or.kr/
http://www.syfund.co.kr/


2018년 04월 27일 운용역 변경내역 (김원기) 
■ 신규 운용역 경력 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 HDC자산운용 주식운용 

- 현) 신영자산운용 배당가치본부 

 

■ 신규 등록 펀드  

  펀드명 
협회 등록 (투자설명서) 

현행운용역 변경후운용역 

1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허남권, 김화진 [책임] 허남권, [부책임] 김원기 

2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허남권, 김화진 [책임] 허남권, [부책임] 김원기 

 

■ 김원기 매니저 운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 

 

■ 과거 3년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From To 기준일자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기준일자 기준일자 설정원본 1년 설정

(전환)이후
기준일자 기준일자 수수료율 TER 매매중계

수수료율

1 신영자산운용 신영장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 부책임 2016-03-30 2016-03-30 2017-12-17 2017-12-15              505              641 주식형 국내 2017-12-01 -0.36 6.71 26.38 29.71 2017-11-30 0.00 0.00 0.00 0.10
1-1 신영자산운용 ┖▷신영장기배당증권자투자 부책임 2016-03-30 2016-03-30 2017-12-17 2017-12-15              505              641 주식형 국내 2017-12-01 -0.47 5.99 24.57 26.64 2017-11-30 1.32 0.00 1.32 0.10

상환여부
운용기간 펀드규모(백만원)

펀드유형 투자지역
수익률(%) 보수(%) 등

펀드CD 펀드명
매니저

구분
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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