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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No 펀드명 
변경 대상 

서류 
주요 내용 

1 신영밸류플러스재형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2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 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3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4 신영장기주택마련가치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5 신영퇴직연금가치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6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7 신영퇴직연금채권 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8 신영퇴직연금채권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9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 60증권투자신탁(주식혼

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0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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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영밸류고배당 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2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 2호[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123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3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 F1호[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4 신영밸류고배당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5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 A1호(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6 신영고배당반기분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7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8 신영장기주택마련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19 신영고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등 문구 

업데이트 

20 
신영신종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

탁(주식혼합) 

투자설명서(간

이투자설명서)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1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록신청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태이 → 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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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영밸류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록신청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23 신영마라톤지주회사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록신청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24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 F1[주식] 등록신청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업데이트 

 

2.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변경 시행일 :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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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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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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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9일 운용역 변경내역 (박민경) 
 

 

■ 신규 운용역 경력 사항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 현)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마라톤가치본부 팀장 

 

■ 신규 등록 펀드  

펀드명 현행 운용역 변경후 운용역 

신영밸류플러스재형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박민경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 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박민경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박민경 

신영장기주택마련가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박민경 

신영퇴직연금가치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박민경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박민경 

신영퇴직연금채권 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 

박민경 

신영퇴직연금채권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 

박민경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최태이 [책임] 허남권, 원주영 [부책임] 박민경 

 

 

 

 

 

 

 

 



■ 박민경 매니저 운용정보 (2022년 12월 1일 기준, 출처: 금융투자협회) 

 
 

■ 과거 3년 기준 (2022년 12월 1일 기준, 출처: 금융투자협회) 

- 해당 사항 없음 

 
주1) 운용펀드(과거 *3년)의 시작시점은 자본시장법 시행일(2009.2.4)입니다.* 

*펀드매니저가 펀드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게 되거나 상환된 펀드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1개월 6개월 1년
설정

(전환)이후
총보수 수수료율 TER

매매중계

수수료율

1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부책임 2017-07-24 2017-07-24          109,311          113,531 주식형 국내 6.39 -6.66 2.81 11.97 0.00 0.00 0.00 0.07

2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부책임 2017-07-24 2017-07-24          110,834          112,396 주식형 국내 6.39 -6.66 2.75 12.16 0.00 0.00 0.00 0.07

2-1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A-E형 부책임 2017-07-26 2017-07-24            9,181            9,368 주식형 국내 6.30 -7.13 1.74 6.16 0.98 0.50 0.98 0.07

2-2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A-G형 부책임 2017-08-03 2017-07-24                1                1 주식형 국내 6.30 -7.19 1.62 4.52 1.16 0.70 1.16 0.07

2-3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부책임 2017-07-24 2017-07-24           25,063           25,314 주식형 국내 6.28 -7.30 1.38 3.74 1.33 1.00 1.33 0.07

2-4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 부책임 2017-07-26 2017-07-24           16,958           17,245 주식형 국내 6.29 -7.21 1.58 5.22 1.13 0.50 1.13 0.07

2-5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G형 부책임 2017-08-03 2017-07-24               16               16 주식형 국내 6.27 -7.33 1.34 3.13 1.38 0.00 1.38 0.07

2-6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P2e형 부책임 2017-08-22 2017-07-24            8,066            8,374 주식형 국내 6.30 -7.16 1.69 7.97 1.03 0.00 1.03 0.07

2-7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P2형 부책임 2017-08-22 2017-07-24            4,767            4,906 주식형 국내 6.27 -7.35 1.28 5.50 1.43 0.00 1.43 0.07

2-8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Pe형 부책임 2017-08-18 2017-07-24            3,636            3,751 주식형 국내 6.30 -7.17 1.66 7.42 1.06 0.00 1.06 0.07

2-9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P형 부책임 2017-08-18 2017-07-24            5,894            6,040 주식형 국내 6.26 -7.38 1.22 4.84 1.48 0.00 1.48 0.07

2-10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w형 부책임 2017-07-28 2017-07-24              264              269 주식형 국내 6.33 -6.96 2.10 7.37 0.63 0.00 0.63 0.07

2-11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부책임 2017-07-24 2017-07-24           36,989           37,113 주식형 국내 6.25 -7.45 1.07 1.94 1.63 1.00 1.63 0.07

3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부책임 2017-07-24 2017-07-24            1,064            1,088 주식형 국내 6.21 -6.82 2.57 11.95 0.00 0.00 0.00 0.07

3-1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A-E형 부책임 2017-07-26 2017-07-24              520              534 주식형 국내 6.17 -7.10 1.97 8.47 0.58 0.50 0.58 0.07

3-2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부책임 2017-07-24 2017-07-24              200              204 주식형 국내 6.14 -7.27 1.62 6.00 0.93 1.00 0.93 0.07

3-3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 부책임 2017-08-08 2017-07-24              125              128 주식형 국내 6.15 -7.17 1.82 7.90 0.73 0.50 0.73 0.07

3-5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부책임 2017-07-24 2017-07-24              219              222 주식형 국내 6.11 -7.42 1.31 4.16 1.23 1.00 1.23 0.07

4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부책임 2017-10-30 2017-10-30            4,493            4,587 혼합채권형 국내 2.73 -1.52 0.94 10.53 0.00 0.00 0.00 0.03

4-1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E형 부책임 2018-05-21 2017-10-30               16               15 혼합채권형 국내 2.68 -1.85 0.29 -5.04 0.63 0.25 0.63 0.04

4-2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형 부책임 2017-11-21 2017-10-30            2,317            2,360 혼합채권형 국내 2.66 -1.97 0.03 4.86 0.88 0.50 0.89 0.03

4-3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부책임 2017-10-30 2017-10-30            2,160            2,212 혼합채권형 국내 2.64 -2.09 -0.21 4.36 1.12 0.74 1.13 0.03

5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부책임 2005-11-11 2021-04-29            8,999           10,162 혼합주식형 국내 3.50 -3.49 -1.03 103.65 1.43 0.00 1.43 0.04

6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 1(주식) 부책임 2005-12-09 2021-04-29          124,244          152,095 주식형 국내 5.48 -6.71 -0.87 161.64 1.70 1.00 1.70 0.07

펀드규모(백만원)

펀드유형 투자지역
수익률(%) 보수(%) 등

펀드명
매니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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