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0.04.20. ~ 2020.07.19.

펀드 수익률 현황 펀드 포트폴리오 현황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펀드는 최근 3개월 +8.7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교지수는 
+13.47%로 비교지수대비 4.72%pt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X 90% + CD91 X 10%)

최근 3개월

+ 8.75%
비교지수 : +13.47%

비교지수대비 : -4.72%p

최근 1년

- 5.17%
비교지수 : +5.05%

비교지수대비 : -10.22%p

최근 3년

- 15.08%
비교지수 : -7.65%

비교지수대비 : -7.43%p

최근 5년

+ 4.48%
비교지수 : +6.82%

비교지수대비 : -2.34%p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주식기준]                               (%)

전기전자 35.94

금융업 10.49

운수장비 8.47

화학 6.73

코스닥 6.66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

삼성전자 19.44

SK하이닉스 7.43

삼성전자우 5.36

KT&G 3.68

맥쿼리인프라 3.24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 (2020.07.19. 기준)



1.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하나금융투자, 펀드온라인코리아  외  30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4.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4. 투자운용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참고 - 펀드용어해설 >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 현황

- 기본 정보 

- 재산 현황

- 펀드 구성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 현황

- 자산구성 현황

- 자산별 구성비중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투자대상 종목 상위 10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 운용 경과 -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

자산운용보고서 공지사항

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www.syfund.co.kr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중 갈등의 재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 등의 매크로 
환경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매크로 이슈의 소멸 
등은 급격하게 불어난 유동성의 속도조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랠리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는 점차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며, 소외된 가치주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펀드는 구조적 저금리 구간에 대응이 가능한 고배당주의 비중은 높게 유지하면서,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지만 정상화 시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들로의 교체매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우량주를 위주로 
발굴 및 편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들의 본질
가치에 충실한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우량 배당주, 가치주를 발굴하고 비중을 
확대해 더 나은 성과로 투자의 결실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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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75%로 양(+)의 절대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비교지수 대비 4.72%p 하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정점에 달한 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되면서 반등랠리를 보였습니다. 각 국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대규모 부양 패키지들이 발표
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가 정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빠른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된 대규모 부양정책과 유럽 
위원회의 그린 뉴딜 정책, 한국 정부의 3차 추경안 및 2025년까지의 장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3개월 간, 동 펀드는 비교지수 대비 저조한 수익률를 기록하였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주의 랠리와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비교지수 내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과 NAVER, 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는 성장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평가 
가치주 보다는 성장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용 경과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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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AJ969

3등급(다소높은위험)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52804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E형 C3385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68588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 C3735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1형 46207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2형 71353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3형 71400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4형 71415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5형 71675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S형 AQ306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W형 52807

펀드종류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05.11.28

운용기간 2020.04. 20. ~ 2020. 07.19.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KEB하나은행 외 30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동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
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신영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0.00%

1. 펀드의 개요

기본 정보

펀드구성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비중

※ 자펀드가 투자 중인 모펀드 비중 및 구조를 보여줍니다.
※ 상기 그래프 및 구조도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현금성 자산 등을 제외한 모펀드들의 투자비중을 100%로 가정하여, 

각 모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모펀드 투자 비중은 순자산 기준 투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20.04.19.)

당기말
(2020.07.19.)

증감률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

자산 총액 (A) 64,678 66,637 3.03

부채 총액 (B) 71 169 137.57

순자산총액 (C=A-B) 64,607 66,468 2.88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73,259 69,304 -5.40

기준가격주) (E=C/D×
1000)

881.90 959.08 8.75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A-E형

기준가격 743.27 806.01 8.44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A형

기준가격 871.59 944.04 8.31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E형

기준가격 745.68 808.15 8.38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1형

기준가격 862.10 932.64 8.18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2형

기준가격 862.74 933.55 8.21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3형

기준가격 864.39 935.56 8.23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4형

기준가격 865.72 937.24 8.26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5형

기준가격 868.09 940.25 8.31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S형

기준가격 877.29 951.69 8.48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W형

기준가격 878.84 954.18 8.57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p)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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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

8.75 -10.84 -4.09 -5.17 -11.11 -15.08 4.48

(비교지수 대비 성과) -4.72 -9.20 -10.62 -10.22 -8.60 -7.43 -2.34

종류(Class)별 현황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A-E형

8.44 11.37 -4.93 -6.28 -13.08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5.03 -9.73 -11.46 -11.33 -10.57 -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A형

8.31 -11.59 -5.28 -6.74 -14.05 -19.24 -3.84

(비교지수 대비 성과) -5.16 -9.95 -11.81 -11.79 -11.54 -11.59 -10.66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E형

8.37 -11.49 -5.11 -6.52 -13.56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5.10 -9.85 -11.64 -11.57 -11.05 -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1형

8.18 -11.82 -5.64 -7.20 -14.87 -20.40 -5.99

(비교지수 대비 성과) -5.29 -10.18 -12.17 -12.25 -12.36 -12.75 -12.81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2형

8.20 -11.77 -5.57 -7.11 -14.74 -20.22 -5.75

(비교지수 대비 성과) -5.27 -10.13 -12.10 -12.16 -12.23 -12.57 -12.57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3형

8.23 -11.73 -5.49 -7.01 -14.56 -19.98 -5.30

(비교지수 대비 성과) -5.24 -10.09 -12.02 -12.06 -12.05 -12.33 -12.12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4형

8.26 -11.68 -5.42 -6.92 -14.40 -19.76 -4.84

(비교지수 대비 성과) -5.21 -10.04 -11.95 -11.97 -11.89 -12.11 -11.66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C5형

8.31 -11.59 -5.28 -6.74 -14.05 -19.28 -3.94

(비교지수 대비 성과) -5.16 -9.95 -11.81 -11.79 -11.54 -11.63 -10.76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S형

8.48 -11.31 -4.83 -6.14 -12.92 -17.66 -0.68

(비교지수 대비 성과) -4.99 -9.67 -11.36 -11.19 -10.41 -10.01 -7.50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
신탁(주식)W형

8.57 -11.15 -4.58 -5.81 -12.32 -16.81 1.72

(비교지수 대비 성과) -4.90 -9.51 -11.11 -10.86 -9.81 -9.16 -5.10

CDSC 적용펀드 통합 수익률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CDSC통합수익률 8.29 -11.62 -5.32 -6.79 -14.17 -19.48 -4.61

(비교지수 대비 성과) -5.18 -9.98 -11.85 -11.84 -11.66 -11.84 -11.42

비교지수주) 13.47 -1.64 6.53 5.05 -2.51 -7.65 6.82

(단위 : %, %p) (단위 : %, %p)

2. 수익률 현황

기간(누적) 수익률 기간(누적) 수익률

주) 비교지수 : KOSPI X 90% + CD91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14,320 0 0 -13 0 0 0 0 0 3 -1 -14,330

당기 5,503 0 0 40 0 0 0 0 0 3 -1 5,546

(단위 : 백만원)

※ 전기 :  2020.01.20.~2020.04.19.  / 당기 : 2020.04.20.~2020.07.19. 

손익 현황

 *  (   ) : 구성 비중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63,130
(94.74)

0
(0.00)

0
(0.00)

2,157
(3.2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868
(1.30)

482
(0.72)

66,637
(100.00)

합계 63,130 0 0 2,157 0 0 0 0 0 868 482 66,637

(단위 : 백만원, %)

3. 자산 현황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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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5.94

2 금융업 10.49

3 운수장비 8.47

4 화학 6.73

5 코스닥 6.66

순위 업종명 비중

6 통신업 4.51

7 KOSPI 미분류 3.75

8 음식료품 3.68

9 철강및금속 2.88

10 기타 16.89

(단위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전기전자
금융업

운수장비
화학

코스닥
통신업

KOSPI 미분류
음식료품

철강및금속
기타

35.94
10.49

8.47
6.73
6.66
4.51
3.75
3.68
2.88

16.89

5.00 10.00 15.00 40.0025.00 30.00 35.0020.00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기 >
2020.01.20.~2020.04.19.    

< 당  기 >
2020.04.20.~2020.07.19.    

자산별 구성비중

주식

집합투자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채권

어음

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

94.7489.21

3.243.40

1.306.14

0.721.25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6 주식 현대차 2.66

7 주식 현대차우 2.55

8 주식 SK텔레콤 2.40

9 주식 LG화학우 2.21

10 주식 삼성물산 2.17

(단위 : 주, 백만원, %)

 - 각 자산별 보유 내역(모펀드 기준) -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주식

(단위 : %)투자대상 종목 상위 10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238,142 12,955 19.44

SK하이닉스 59,696 4,949 7.43

삼성전자우 75,834 3,572 5.36

KT&G 29,721 2,449 3.68

현대차 15,098 1,774 2.66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현대차우 26,740 1,698 2.55

SK텔레콤 7,367 1,599 2.40

LG화학우 5,696 1,470 2.21

삼성물산 13,149 1,446 2.17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19.44

2 주식 SK하이닉스 7.43

3 주식 삼성전자우 5.36

4 주식 KT&G 3.68

5 집합투자증권 맥쿼리인프라 3.24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맥쿼리인프라 수익증권 맥쿼리인프라 2,167 2,157 대한민국 KRW 3.24

집합투자증권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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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출생
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5,611,419 1 4,955 2109000131

김원기 부책임운용역 1982 2 151,025 0 0 2111000463

(단위 : 개, 백만원)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구분 기간 투자운용인력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2005.11.28. ~ 현재
2018.09.07. ~ 현재

2012.12.10. ~ 2018.09.06.

허남권
김원기
김화진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구 분
전기

2020.01.20 ~2020.04.19.
당기

2020.04.20 ~2020.07.19.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28 0.04 38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7 0.01 12 0.02
합계 35 0.05 50 0.08

증권거래세 50 0.07 63 0.10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A-E형

자산운용사 0 0.16 0 0.16
판매회사 0 0.12 0 0.12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30 1 0.30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4 0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0 0.05 0 0.08

증권거래세 0 0.08 0 0.10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A형

자산운용사 39 0.16 38 0.16
판매회사 59 0.25 57 0.25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00 0.42 97 0.42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0 0.04 13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 0.01 4 0.02
합계 12 0.05 17 0.08

증권거래세 17 0.07 22 0.10

(단위 : 백만원, %)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구 분
전기

2020.01.20 ~2020.04.19.
당기

2020.04.20 ~2020.07.19.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E형

자산운용사 0 0.16 0 0.16
판매회사 0 0.19 0 0.19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36 0 0.36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4 0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0 0.05 0 0.07

증권거래세 0 0.08 0 0.09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1형

자산운용사 0 0.16 0 0.16
판매회사 1 0.37 0 0.37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55 1 0.55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4 0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0 0.05 0 0.07

증권거래세 0 0.07 0 0.09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2형

자산운용사 2 0.16 1 0.16
판매회사 4 0.35 2 0.35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5 0.52 3 0.52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4 0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1 0.05 0 0.08

증권거래세 1 0.07 1 0.09

(단위 : 백만원, %)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8

구 분
전기

2020.01.20 ~2020.04.19.
당기

2020.04.20 ~2020.07.19.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3형

자산운용사 6 0.16 5 0.16
판매회사 12 0.32 11 0.32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8 0.50 17 0.50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2 0.04 2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1 0.02
합계 2 0.05 3 0.08

증권거래세 3 0.07 3 0.10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4형

자산운용사 3 0.16 4 0.16
판매회사 6 0.30 7 0.3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0 0.47 11 0.47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0.04 1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1 0.05 2 0.07

증권거래세 2 0.07 2 0.10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C5형

자산운용사 49 0.16 48 0.16
판매회사 75 0.25 73 0.25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2 0.01 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27 0.42 124 0.42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2 0.04 17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 0.01 5 0.02
합계 15 0.05 22 0.08

증권거래세 22 0.07 28 0.10

(단위 : 백만원,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구 분
전기

2020.01.20 ~2020.04.19.
당기

2020.04.20 ~2020.07.19.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S형

자산운용사 11 0.16 11 0.16
판매회사 6 0.09 6 0.09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8 0.26 17 0.26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 0.04 4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 0.01 1 0.02
합계 4 0.05 5 0.08

증권거래세 5 0.07 6 0.10

신영고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W형

자산운용사 0 0.16 0 0.16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7 0 0.17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4 0 0.0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1 0 0.02
합계 0 0.05 0 0.08

증권거래세 0 0.07 0 0.10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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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연환산, %)총보수·비용비율

구분 총보수·비용비율주1)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주2) 합계(A+B)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

전기 0.0022 0.1349 0.1371

당기 0.0024 0.1818 0.1842

종류(Class)별 현황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A-E형

전기 1.1949 0.1416 1.3365

당기 1.1950 0.1982 1.3932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A형

전기 1.6971 0.1349 1.8320

당기 1.6972 0.1822 1.8794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E형

전기 1.4449 0.1452 1.5901

당기 1.4451 0.1817 1.6268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1형

전기 2.1978 0.1228 2.3206

당기 2.1975 0.1573 2.3548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2형

전기 2.0981 0.1209 2.2190

당기 2.0981 0.1544 2.2525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3형

전기 1.9979 0.1403 2.1382

당기 1.9980 0.1833 2.1813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4형

전기 1.8976 0.1376 2.0352

당기 1.8977 0.1883 2.0860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C5형

전기 1.6971 0.1360 1.8331

당기 1.6972 0.1833 1.8805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S형

전기 1.0453 0.1339 1.1792

당기 1.0454 0.1801 1.2255

신영고배당증권자
투자신탁(주식)W형

전기 0.6932 0.1318 0.8250

당기 0.6932 0.1762 0.8694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기 : 2020.01.20.~2020.04.19. / 당기 : 2020.04.20.~2020.07.19.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287,665 57,845 1,760,499 53,099 40.75 163.47

2019.10.20. ~ 2020.01.19. 2020.01.20. ~ 2020.04.19. 2020.04.20. ~ 2020.07.19.

21.86 32.50 40.75

 (단위 : 백만원, %)

(단위 :  %)

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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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
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
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
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ㆍ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하지만, 주
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
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
에 반대하는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
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
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
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
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
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
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펀드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