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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No 펀드명 변경대상문서 주요 내용 

1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모자형 전환에 따른 자투자신탁 전환 

종류형 신설(A형, Ae형, A-G형) 

전자증권법 반영 

환매수수료 삭제 

2 
신영밸류고배당40증권자투자신

탁(채권혼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3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주식)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4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주식)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5 
신영장기주택마련가치증권자투

자신탁(주식)운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환매수수료 삭제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6 
신영장기주택마련배당증권자투

자신탁(주식)운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환매수수료 삭제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7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8 신영신종MMF제4-35호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9 
신영퇴직연금가치 40증권자투자

신탁(채권혼합)운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10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 60증권전

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11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

사 10호(채권혼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환매수수료 삭제 

12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 A1호(

주식)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13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등록신청서 

모자형 전환에 따른 모투자신탁 신설 

14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

자신탁(주식)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15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

탁(채권)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자증권법 반영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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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시행일 : 2020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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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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