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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1.17%로 비교지수 수익률 -4.01% 대비 2.84%pt 상회하였습

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일 10.0%)

글로벌 주식시장은 연초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경기부진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가 희석됨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던 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달러강세 현상 완화와 투

자심리 개선 등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주식시장은 타국 증시에 비해서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하락률이 가장 낮

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원화 절하로 수출주들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글로벌 증시 내에서 가장 저평가

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당기간동안 대형주들은 상승한 반면 중소형주는 조정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고평가 우려 및 실적 부진우

려가 높은 음식료, 제약·바이오 등 내수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저평가 부각

으로 IT, 철강, 통신, 유틸리티, 자동차, 증권 업종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펀드는 지난 3개월간 비교지수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는데, 저평가된 우량 대형주 및 고배당주로 교체매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동펀드는 최근 대외적으로 시장환경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 및 비관적 전망으로 저평

가되어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확보되고 향후 장기투자 전망이 밝은 종목들을 선별하여 주가 하락시

마다 저가매수 기회로 삼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운용 경과 및 운용 계획

운용 경과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17.43

2 서비스업 16.20

3 화학 13.34

4 운수장비 7.67

5 통신업 6.55

(단위 : %)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6.89

2 주식 GS 4.60

3 주식 LG 4.46

4 주식 아모레퍼시픽우 4.43

5 주식 LG유플러스 4.35

(단위 : %)

최근 1년 성과

+ 6.53%

비교지수 : -3.00%
비교지수대비 : +9.53%pt

최근 3년 성과

+ 41.50%

비교지수 : -3.24%
비교지수대비 : +44.74%pt

최근 5년 성과

+ 70.93%

비교지수 : -0.13%
비교지수대비 : +71.06%pt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수익률 및 펀드 규모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일 10.0%)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2016. 2.25. 기준)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1.17%

비교지수 성과 비교지수 대비

-4.01% +2.84%pt

최근 3개월 성과

펀드 순자산규모 증감률(3개월)

3,118,519백만원 +6.14

최근 2015년 연간실적과 배당을 공시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분위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주

기 시작했고, 중장기적인 배당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

해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불사하는 금리인하 분위기가 글로벌 추세로 확산되고 있어, 배당주들에 대한 배당 매력

이 부각되는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 1.5%를 넘어서는 역

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향후 주식시장의 배당수익률은 기준금리 이상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동펀드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2.3%로 금리대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안정화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안정된다면 한국증시의 저평

가 매력과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 배당확대정책 등이 투자 포인트가 되어 향후 한국 주식시장은 매력적인 투자대

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어 가는 것도 가치주, 배당주들의 상

대적 매력도를 부각시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치배당주 투자스타일은 꾸준히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는 전례없는 글로벌 저성장국면에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

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 및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주목 받을 수 있는 우량가치주 및 

배당주들을 발굴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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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펀드의 개요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67646

1등급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Ae형 AV245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A형 67752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P형 AH141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y형 A3467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형 37179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I형 AA844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W형 67753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e형 95031

펀드종류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03. 5.26.

운용기간 2015.11.26.∼ 2016. 2.25.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국민은행, 신영증권
외 39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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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백만좌, %)재산 현황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15.11.25)
당기말

(2016. 2.25.)
증감률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 총액 (A) 2,962,972 3,130,312 5.65 

부채 총액 (B) 24,851 11,792 -52.55 

순자산총액 (C=A-B) 2,938,121 3,118,519 6.1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948,603 3,166,987 7.41 

기준가격주) (E=C/D×1000) 996.44 984.70 -1.18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형

기준가격 989.88 975.02 -1.50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Ae형

기준가격 992.76 978.72 -1.4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W형

기준가격 994.04 981.18 -1.29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e형

기준가격 990.21 975.49 -1.49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I형

기준가격 993.93 981.01 -1.30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P형

기준가격 989.61 974.69 -1.5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y형

기준가격 991.65 977.67 -1.4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A형

기준가격 990.60 976.09 -1.46 

※ 동펀드는 2015.11.30. 기준으로 모자형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구조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영자산운용( http://www.syfund.co.kr), 금융투자협회(http://dis.kofia.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5

기간(누적) 수익률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1.17  11.73 -1.53  6.53  22.18  41.50  70.93 

(비교지수 대비 성과)  2.84  8.09  7.88  9.53  23.77  44.74  71.06 

종류(Class)별 현황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형

-1.50  11.02 -2.49  5.24  19.31  36.44  60.43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1  7.38  6.92  8.24  20.90  39.68  60.56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Ae형

-1.41  11.34 -2.12  5.76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60  7.70  7.29  8.76  -  -  -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W형

-1.29  11.47 -1.88  6.04  21.05  39.55  66.97 

(비교지수 대비 성과)  2.72  7.83  7.53  9.04  22.64  42.79  67.10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e형

-1.48  11.06 -2.45  5.30  19.41  36.77  61.27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3  7.42  6.96  8.30  21.00  40.01  61.40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I형

-1.29  11.46 -1.89  6.01  20.99  39.52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72  7.82  7.52  9.01  22.58  42.76  -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P형

-1.50  11.00 -2.53  5.12  18.99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1  7.36  6.88  8.12  20.58  -  -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y형

-1.40  11.22 -2.23  5.55  19.94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61  7.58  7.18  8.55  21.53  -  -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A형

-1.46  11.10 -2.39  5.36  19.55  36.95  61.63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5  7.46  7.02  8.36  21.14  40.19  61.76 

CDSC 적용펀드 통합 수익률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C_통합

-1.46  11.11 -2.38  5.39  19.64  36.45  60.78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5  7.47  7.03  8.39  21.23  39.69  60.91 

비교지수주) -4.01  3.64 -9.41 -3.00 -1.59 -3.24 -0.13 

(단위 : %, %pt)

주)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일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률 현황

손익 현황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343,512 0 0 0 0 0 0 0 0 13 241 343,766

당기 -33,830 0 0 7,012 0 0 0 0 0 34 210 -26,575

(단위 : 백만원)

※ 전기 : 2015. 8.26. ~ 2015.11.25. / 당기 : 2015.11.26. ~ 2016. 2.25.

 *  (   ) : 구성 비중

자산구성 현황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00)

2,892,525
(92.40)

0
(0.00)

0
(0.00)

130,602
(4.1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580
(0.66)

86,605
(2.77)

3,130,312
(100.00)

합계 2,892,525 0 0 130,602 0 0 0 0 0 20,580 86,605 3,130,312

(단위 : 백만원, %)

3. 자산 현황

< 전  기 >
2015. 8.26. ~ 2015.11.25.     

< 당  기 >
2015.11.26. ~ 2016. 2.25.    

주식

집합투자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채권

어음

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

93.06 92.40

4.34 4.17

0.38 0.66

2.22 2.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별 구성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17.43

2 서비스업 16.20

3 화학 13.34

4 운수장비 7.67

5 통신업 6.55

순위 업종명 비중

6 철강및금속 5.29

7 미분류 4.37

8 금융업 4.32

9 은행 3.43

10 기타 21.40

(단위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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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위 : 주, 백만원,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6.89

2 주식 GS 4.60

3 주식 LG 4.46

4 주식 아모레퍼시픽우 4.43

5 주식 LG유플러스 4.35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6 집합투자증권 맥쿼리인프라 4.17

7 주식 KT&G 4.01

8 주식 기업은행 3.31

9 주식 LG디스플레이 3.10

10 주식 POSCO 2.72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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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종목 상위 10

전기전자

서비스업

화학

운수장비

통신업

철강및금속

미분류

금융업

은행

기타

17.43

16.20

13.34

7.67

6.55

5.29

4.37

4.32

3.43

21.40

5.00 10.00 15.00 25.0020.00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82,805 215,527 6.89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GS 2,673,996 144,128 4.60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LG 1,898,277 139,523 4.46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아모레퍼시픽우 616,375 138,684 4.43 대한민국 KRW 화학
LG유플러스 13,294,259 136,266 4.35 대한민국 KRW 통신업

KT&G 1,152,320 125,603 4.01 대한민국 KRW 미분류
기업은행 8,793,914 103,768 3.31 대한민국 KRW 은행

LG디스플레이 4,124,471 96,925 3.10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POSCO 425,367 85,286 2.72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LG전자우 2,360,979 81,808 2.61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13.74)
현대글로비스 382,202 74,147 2.37 대한민국 KRW 운수창고 1%초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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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LG화학우 297,817 61,797 1.97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3.90)
현대차우 546,445 57,377 1.83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2.18)
아모레G우 662,127 51,249 1.64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0.28)
현대차2우B 460,379 49,261 1.57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1.22)

신세계 201,496 42,314 1.35 대한민국 KRW 유통업 1%초과(2.05)
만도 210,802 32,253 1.03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2.24)

신도리코 613,058 32,186 1.03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6.08)
LG하우시스 252,761 31,974 1.02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2.82)
세아베스틸 1,086,724 28,798 0.92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1%초과(3.03)

GKL 1,085,587 26,868 0.86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76)
농심홀딩스 171,961 25,192 0.80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3.71)
GS홈쇼핑 120,700 22,800 0.73 대한민국 KRW 통신방송서비스 1%초과(1.84)

LG생활건강우 49,502 22,598 0.72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2.36)
에스에프에이 350,939 21,828 0.70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1.95)
삼성화재우 108,552 20,896 0.67 대한민국 KRW 보험 1%초과(3.4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958,623 19,364 0.62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03)
롯데푸드 20,676 18,236 0.58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1.51)

지역난방공사 245,118 16,889 0.54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업 1%초과(2.12)
한국금융지주우 577,445 15,620 0.50 대한민국 KRW 금융업 1%초과(9.86)

LG우 292,659 14,413 0.46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8.83)
한라홀딩스 231,207 14,242 0.45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2.14)
JB금융지주 2,749,361 14,159 0.45 대한민국 KRW 금융업 1%초과(1.77)

유니드 291,529 13,148 0.42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3.28)
일신방직 77,149 12,035 0.38 대한민국 KRW 섬유,의복 1%초과(3.21)
신영증권 235,563 11,872 0.38 대한민국 KRW 증권 1%초과(2.51)
대신증권 1,040,776 11,449 0.37 대한민국 KRW 증권 1%초과(2.05)

대림산업우 395,343 11,346 0.36 대한민국 KRW 건설업 1%초과(10.40)
한섬 277,301 10,995 0.35 대한민국 KRW 섬유,의복 1%초과(1.13)
NPC 1,413,017 10,965 0.35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3.85)

LG하우시스우 138,066 10,907 0.35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13.37)
아세아제지 665,845 10,753 0.34 대한민국 KRW 종이,목재 1%초과(7.43)

E1 188,180 10,613 0.34 대한민국 KRW 유통업 1%초과(2.74)
삼천리 103,220 10,188 0.33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업 1%초과(2.55)

대덕전자 1,123,072 9,209 0.29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2.30)
라이온켐텍 668,859 8,929 0.29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4.35)
삼성SDI우 126,849 8,321 0.27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7.84)
포스코강판 394,904 7,898 0.25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1%초과(6.58)

GS우 216,494 7,318 0.23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2.13)
삼성전기우 234,826 7,233 0.23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8.08)
평화정공 627,517 7,216 0.23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2.99)
대한제당 288,898 7,194 0.23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3.27)

대상홀딩스 529,033 7,036 0.22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46)
현대리바트 178,031 6,658 0.21 대한민국 KRW 미분류 1%초과(1.03)
성우하이텍 713,122 6,054 0.19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1.19)
아주캐피탈 936,747 5,845 0.19 대한민국 KRW 금융업 1%초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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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한국제지 182,730 5,637 0.18 대한민국 KRW 종이,목재 1%초과(3.65)

대성홀딩스 609,387 5,588 0.18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3.79)
한국철강 154,172 5,581 0.18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1%초과(1.67)
자화전자 369,065 5,481 0.18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2.06)

화신 919,604 5,297 0.17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2.63)
KSS해운 314,352 5,218 0.17 대한민국 KRW 운수창고 1%초과(2.71)

풍산홀딩스 125,211 4,958 0.16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60)
삼목에스폼 253,356 4,915 0.16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2.59)
KG ETS 1,526,293 4,793 0.15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수도 1%초과(4.24)
세코닉스 285,805 4,616 0.15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2.72)

강남제비스코 117,823 4,236 0.14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1.81)
조선내화 47,784 4,014 0.13 대한민국 KRW 비금속광물 1%초과(1.19)

메가스터디교육 71,024 3,786 0.12 대한민국 KRW 교육서비스 1%초과(3.06)
현대EP 402,601 3,772 0.12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1.26)

대신증권우 496,555 3,570 0.11 대한민국 KRW 증권 1%초과(1.91)
롯데칠성우 4,098 3,376 0.11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3.41)
메가스터디 86,024 3,269 0.10 대한민국 KRW 교육서비스 1%초과(2.14)

한국기업평가 72,665 3,212 0.10 대한민국 KRW 사업서비스 1%초과(1.60)
진도 635,542 3,079 0.10 대한민국 KRW 유통업 1%초과(5.11)

상신브레이크 334,964 2,780 0.09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1.56)
WISCOM 560,958 2,524 0.08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3.73)

인천도시가스 82,646 2,364 0.08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업 1%초과(1.89)
삼정펄프 65,595 2,306 0.07 대한민국 KRW 종이,목재 1%초과(2.62)
대교우B 346,191 1,904 0.06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78)
태경산업 367,819 1,834 0.06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1.26)
디와이 291,665 1,671 0.05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11)

백광소재 649,082 1,581 0.05 대한민국 KRW 비금속광물 1%초과(2.35)
나라엠앤디 336,288 1,439 0.05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2.37)

대신증권2우B 204,832 1,399 0.04 대한민국 KRW 증권 1%초과(2.05)
화천기계 57,930 1,382 0.04 대한민국 KRW 기계 1%초과(2.63)

세보엠이씨 167,974 1,147 0.04 대한민국 KRW 건설 1%초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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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단위 : 주,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맥쿼리인프라 수익증권 맥쿼리인프라 122,884 130,602 대한민국 KRW 4.17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주) 부문장 54 111 8,374,055 6 1,498,014 2109000131

박인희 본부장 41 24 4,477,112 1 16,064 2109001091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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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투자운용인력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2007. 4.12. ~ 현재
2012. 4. 2. ~ 현재

허남권
박인희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구 분
전기

2015. 8.26.~2015.11.25.
당기

2015.11.26.~2016. 2.25.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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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05 0.01 356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06 0.00 136 0.00 
합계 411 0.01 492 0.02 

증권거래세 733 0.03 343 0.01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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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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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

2015. 8.26.~2015.11.25.
당기

2015.11.26.~2016. 2.25.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C형

자산운용사 1,311 0.10 1,292 0.10 
판매회사 3,059 0.23 3,014 0.23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01 0.01 99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67 0.01 66 0.01 
보수합계 4,538 0.34 4,471 0.34 
기타비용주2) 9 0.00 9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42 0.01 159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9 0.00 61 0.00 
합계 191 0.01 220 0.02 

증권거래세 341 0.03 154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Ae형

자산운용사 3 0.10 4 0.10 
판매회사 5 0.15 6 0.15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보수합계 8 0.26 10 0.26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1 1 0.02 

증권거래세 1 0.03 0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W형

자산운용사 278 0.10 301 0.10 
판매회사 21 0.01 23 0.01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21 0.01 23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4 0.01 15 0.01 
보수합계 335 0.12 362 0.12 
기타비용주2) 2 0.00 2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0 0.01 37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0 0.00 14 0.00 
합계 41 0.01 51 0.02 

증권거래세 73 0.03 36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e형

자산운용사 127 0.10 132 0.10 
판매회사 276 0.21 288 0.21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0 0.01 1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7 0.01 7 0.01 
보수합계 419 0.33 437 0.33 
기타비용주2)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4 0.01 16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5 0.00 6 0.00 
합계 19 0.01 23 0.02 

증권거래세 33 0.03 16 0.01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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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기

2015. 8.26.~2015.11.25.
당기

2015.11.26.~2016. 2.25.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I형

자산운용사 204 0.10 228 0.10 
판매회사 26 0.01 29 0.01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6 0.01 18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0 0.01 12 0.01 
보수합계 257 0.12 287 0.12 
기타비용주2) 1 0.00 2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21 0.01 28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7 0.00 11 0.00 
합계 29 0.01 38 0.02 

증권거래세 50 0.02 25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C-P형

자산운용사 136 0.10 162 0.10 
판매회사 314 0.23 374 0.23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0 0.01 1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7 0.01 8 0.01 
보수합계 467 0.34 557 0.34 
기타비용주2)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5 0.01 2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5 0.00 8 0.00 
합계 20 0.01 28 0.02 

증권거래세 36 0.03 19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Cy형

자산운용사 36 0.10 38 0.10 
판매회사 46 0.13 49 0.13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3 0.01 3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2 0.01 2 0.01 
보수합계 87 0.24 92 0.24 
기타비용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4 0.01 5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 0.00 2 0.00 
합계 5 0.01 6 0.02 

증권거래세 9 0.03 5 0.01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A형

자산운용사 730 0.10 736 0.10 
판매회사 1,386 0.19 1,397 0.19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56 0.01 57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37 0.01 38 0.01 
보수합계 2,210 0.30 2,228 0.30 
기타비용주2) 5 0.00 5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79 0.01 91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7 0.00 35 0.00 
합계 106 0.01 125 0.02 

증권거래세 190 0.03 88 0.01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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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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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 연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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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8.26. ~ 2015.11.25. / 당기 : 2015.11.26. ~ 2016. 2.25.

총보수·비용 비율(A)주1) 매매ㆍ중개수수료비율(B)주2) 합성 총보수·비용비율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
자신탁(주식)

전기 0.0001 0.0879 0.0880

당기 0.0001 0.0877 0.0878

종류(Class)별 현황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C형

전기 1.3526 0.0879 1.4405

당기 1.3527 0.0882 1.4409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Ae형

전기 1.0426 0.0829 1.1255

당기 1.0426 0.0793 1.1219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W형

전기 0.4726 0.0882 0.5608

당기 0.4726 0.0879 0.5605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e형

전기 1.2926 0.0873 1.3799

당기 1.2927 0.0871 1.3798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I형

전기 0.4926 0.0906 0.5832

당기 0.4926 0.0889 0.5815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C-P형

전기 1.3426 0.0859 1.4285

당기 1.3427 0.0826 1.4253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Cy형

전기 0.9426 0.0873 1.0299

당기 0.9427 0.0852 1.0279

신영밸류고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A형

전기 1.1826 0.0877 1.2703

당기 1.1827 0.0877 1.2704

6.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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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9,644 340,169 5,306,400 114,250 4.21 16.71

2015. 5.26. ~ 2015. 8.25. 2015. 8.26. ~ 2015.11.25. 2015.11.26. ~ 2016. 2.25.

14.28 9.05 4.21

7. 고유자산 투자에 관한 사항

펀드 명칭 투자금액 투자 후 수익률

신영밸류고배당 증권투자신탁
(주식)I형

9,500 +0.81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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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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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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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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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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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기도하지

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

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

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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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

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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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

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

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

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

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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