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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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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신영 마라톤주식 투자신탁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52803

■ 자산운용회사              :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종류형

Ⅰ.  기 본 정 보

1. 개    요

신영마라톤주식 (7450)

■ 신영마라톤주식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524,788.17 623,383.3 18.79

부  채  총  액 (B) 7,040.16 1,529.19 -78.28

순자산총액 (C=A-B) 517,748.01 621,854.11 20.11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930,104.86 933,364.89 0.35

기준가격 (E=C/DX1000) 556.66 666.25 19.69

■ 신영마라톤주식(A형)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502,881.66 599,369.92 19.19

부  채  총  액 (B) 5,117.02 2,637.58 -48.45

순자산총액 (C=A-B) 497,764.64 596,732.34 19.88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903,185 908,268.93 0.56

기준가격 (E=C/DX1000) 551.12 657.00 19.21

■ 신영마라톤주식(W형)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11,497.18 14,793.14 28.67

부  채  총  액 (B) 23.21 222.63 859.01

순자산총액 (C=A-B) 11,473.96 14,570.52 26.99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20,676.72 21,964.99 6.23

기준가격 (E=C/DX1000) 554.92 663.35 19.54

■ 신영마라톤주식(e형)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5,762.67 8,221.98 42.68

부  채  총  액 (B) 60.98 33.86 -44.47

순자산총액 (C=A-B) 5,701.7 8,188.12 43.61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10,337.8 12,448.94 20.42

기준가격 (E=C/DX1000) 551.54 657.74 19.25

[재산현황]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 상품의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가. 기간수익률
■ 신영마라톤주식 (단위:%)

구       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투 자 신 탁 -2.57 19.69 -25.01 -34.37 -30.63

비 교 지 수 -2.74 15.18 -28.32 -36.28 -31.68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마라톤주식(A형) (단위:%)

구       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투 자 신 탁 -2.70 19.22 -25.74 -35.28 -31.84

비 교 지 수 -2.74 15.19 -28.32 -36.27 -31.67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마라톤주식(W형) (단위:%)

구       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투 자 신 탁 -2.61 19.54 -25.24 -34.65 -31.01

비 교 지 수 -2.73 15.19 -28.32 -36.28 -31.67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마라톤주식(e형) (단위:%)

구       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투 자 신 탁 -2.68 19.26 -25.69 -35.21 -31.74

비 교 지 수 -2.73 15.19 -28.33 -36.28 -31.68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운용성과

나. 연평균 수익률
■ 신영마라톤주식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30.63 -1.27 0.70 0.00

비 교 지 수 -31.68 -9.82 -5.65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마라톤주식(A형)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31.84 -2.82 -0.86 14.67

비 교 지 수 -31.67 -9.82 -5.63 7.23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마라톤주식(W형)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31.01 -1.75 0.25 0.00

비 교 지 수 -31.67 -9.82 -5.65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연평균 수익률
■ 신영마라톤주식(e형)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31.74 0.00 0.00 0.00

비 교 지 수 -31.68 0.00 0.00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운 용 개 요

1996년 설립된 신영투신은 설립 이후 한결같이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오고 있는 가치투자전문 운용사로
가치투자, 장기투자, 독자적인 리서치에 의한 투자 등의 운용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마라톤주식형펀
드는 신영투신의 운용철학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다는 원칙아래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
략이 아닌 기업에 자체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펀드가 운용됩니다. 또한 투자철학이나 원칙을 바꾸지 않으며,
단기 시장전망에 의한 잦은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고 매매를 최소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
다. 이렇게 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시장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용개요(상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구성 현황

주식자산
95.2 %

유동자산
2.9 %

기타자산
1.9 %

주식자산
유동자산
기타자산

(단위: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자

증권
기타

원화
593,273 0 0 0 0 0 0 0 0 18,213 11,897 623,383

(95.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92) (1.91) (100.00)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삼성전자 6.27

주식 POSCO 4.85

주식 KT 4.40

주식 한국전력공사 3.81

주식 SK텔레콤 2.94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SK 2.57

주식 롯데칠성 2.57

주식 롯데쇼핑 2.32

주식 현대자동차1우 2.27

주식 LG화학1우 2.21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52803

■ 최초설정일                : 2005.11.28

■ 존속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이며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자산운용사                : 신영투자신탁운용

■ 수탁회사                   : 농협

■ 일반사무관리회사       :

■ 판매회사                   :

■ 상품의 특징               :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함.

Ⅱ.  상 세 정 보

1. 상품의 개요

CLASS 설정일 투자신탁기간 판매회사

신영마라톤주식(A형) 2002.04.25 3 개월

신영증권/한화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
권/대우증권/굿모닝신한증권/대신증권/
동양종금증권/유진투자증권/메리츠증권/
교보증권/솔로몬투자증권/키움닷컴증권/
동부증권/S K 증권/유화증권/골든브릿지
투자증권/외환은행/경남은행/NH투자증
권/하나대투증권/농협중앙회/HMC투자증
권/교보생명/하나은행/제주은행/홍콩상
하이은행/금호종합금융/IBK투자증권/애
플투자증권/바로증권중개/현대해상화재
보험

신영마라톤주식(W형) 2005.11.30 3 개월
신영증권/한화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
권/푸르덴셜투자증권/S K 증권/HI투자증
권/하나대투증권

신영마라톤주식(e형) 2008.01.22 3 개월

한화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동양종금증권/키움닷컴
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대투증권/하나은
행/제주은행/홍콩상하이은행/IBK투자증
권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CJ 190,435 5,932 1.00

E1 143,023 9,511 1.60

GS 352,967 8,718 1.47

GS건설 74,000 3,870 0.65

GⅡR 314,319 3,093 0.52

KB금융지주 385,837 12,308 2.07

KCC 23,086 6,176 1.04

KT 655,435 26,873 4.53

LG 347,723 13,196 2.22

LG마이크론 203,175 4,399 0.74

LG전자 92,743 6,334 1.07

LG패션 269,920 4,778 0.81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LG화학1우 473,189 13,486 2.27

LS 73,473 5,283 0.89

POSCO 87,026 29,632 4.99

S&K폴리텍 498,771 1,469 0.25

SK 161,529 15,684 2.64

SK에너지 70,251 5,114 0.86

SK텔레콤 85,582 17,972 3.03

강원랜드 307,735 3,847 0.65

건설화학 147,161 1,486 0.25

경동도시가스 146,864 7,094 1.20

고려아연 33,136 2,780 0.47

광주신세계 16,194 1,564 0.26

국보디자인 527,332 1,081 0.18

금화피에스시 309,822 2,076 0.35

기업은행 642,111 5,150 0.87

농심홀딩스 212,809 11,768 1.98

대교 1,226,964 5,141 0.87

대상 365,037 1,723 0.29

대웅바이오 280,225 5,871 0.99

대한항공 195,986 6,370 1.07

동국제약 354,006 4,921 0.83

동일방직 56,367 2,739 0.46

동일방직배당(보) 1,409 68 0.01

롯데삼강 31,859 3,982 0.67

롯데쇼핑 78,553 14,140 2.38

롯데제과 10,194 11,560 1.95

롯데칠성 18,664 15,678 2.64

리바트 510,064 2,339 0.39

미디어플렉스 173,994 1,253 0.21

삼성SDI 74,474 4,692 0.79

삼성물산 225,048 8,507 1.43

삼성전자 86,660 38,304 6.46

삼성전자1우 48,808 12,788 2.16

삼성증권 107,581 6,412 1.08

삼성카드 296,560 11,002 1.85

삼양사 206,078 5,523 0.93

삼양통상 191,414 3,158 0.53

삼환까뮤 407,805 1,978 0.33

선창산업 154,774 4,040 0.68

세보엠이씨 764,340 1,682 0.28

세이브존I&C 1,022,669 890 0.15

신도리코 103,765 5,188 0.87

신영증권 99,200 2,847 0.48

신한지주 414,677 10,574 1.78

씨디네트웍스 1,099,945 6,941 1.17

에스피지 440,276 1,046 0.18

영풍정밀 705,102 4,301 0.72

오뚜기 35,699 4,819 0.81

오리콤 106,184 529 0.09

온미디어 2,087,218 3,861 0.65

우리투자증권 398,945 6,044 1.02

유신 70,636 1,211 0.20

인천도시가스 225,546 4,962 0.84

인탑스 258,423 3,644 0.61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일신방직 30,022 1,822 0.31

제일기획 25,637 4,640 0.78

제일모직 143,535 4,672 0.79

코리안리재보험 405,783 4,119 0.69

코메론 185,143 398 0.07

코스모화학 80,007 278 0.05

태영건설 281,167 1,279 0.22

파라다이스 810,188 2,228 0.38

파인디앤씨 642,871 1,247 0.21

파인테크닉스 428,580 752 0.13

평화정공 1,185,559 2,258 0.38

하나금융지주 365,205 7,304 1.23

한국가스공사 128,341 6,289 1.06

한국전력공사 844,444 23,264 3.92

한국제지 284,715 6,719 1.13

한국철강 82,428 3,404 0.57

한국프랜지공업 128,690 834 0.14

한일시멘트 108,803 6,583 1.11

한진해운 342,158 6,296 1.06

현대모비스 86,580 5,195 0.88

현대미포조선 32,748 4,847 0.82

현대시멘트 197,538 2,232 0.38

현대약품 1,027,663 2,132 0.36

현대자동차 86,585 3,637 0.61

현대자동차1우 1,051,886 13,885 2.34

현대중공업 28,198 5,188 0.87

현대해상 258,252 3,176 0.54

호남석유 120,459 7,191 1.21

합    계 29,173,982 593,273 99.95
* 주식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채 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어음 및 채무증서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예금액)

평가금액 비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 (단위:백만원)

종류
소 재 지

취득가격 평가금액 보증금 임대수입 비 고
등기번호 취득일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류 금 융 기 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1.23 130 2009.07.20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1.23 170 2009.07.20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1.23 300 2009.07.20

콜론 NH투자증권 2009.01.23 16,102 2009.01.28

예금 13 2009.02.02

예금 2009.01.12 1,498 2009.02.02

  ■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 가 금 액 비    고
미수배당금 11,897

  ■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종  목 대여(차입)기관 대여(차입)수량 대여(차입)수수료 대여(차입)일자 만기(상환)일 비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3,747,267 97,724 3,968,030 93,343 15.79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운용기간동안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1 회전)이며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펀드에서 지출되는 비용 증가.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 용 의 개 요

<운용경과>

   고객 여러분께 2009년에 처음으로 운용보고서를 보내드리면서 서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간은 우리경제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2007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금
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온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세계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계속되고 있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시장
인 미국에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경올림픽 후 중국마저도 급격한 경기 하락을 겪으며 한국은 수출 급감은 물론 내수 역시 큰 폭으로 위축되
며 전 세계적인 유동성위기와 자산가격 폭락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확산되면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급격한 신용경
색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EU, 일본 및 중국 등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구제금융을 실시하
였고, 제로금리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인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이 제 기능
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경기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년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할 것으로 대부분의 국제기관이 예상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후에야 가능할 것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 용 의 개 요
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주식시장 또한 금융위기의 한파로 원달러 환율폭등, 외국인투자가들의 무차별적인 매도로 인하여
2008년 10월 한 달 30%이상 하락하는 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 일본 및 중국과 통화스
왑에 합의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과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통화공급 정책으로 인
하여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단기 유동성은 급격히 늘어나
최근 약 240조의 단기유동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경색이 풀리면 자본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
이 높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주가 상승 시기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의 과도한 상승이 있었다는 것
은 인정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역설적으로 금융위기가 없었으면 주가가 지금 가격까지 하락했을까 생각해 봅
니다. 본격적인 주식시장 회복 시기가 언제라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주가는 충분히 낮게 평가된 국면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위기의 원인이 우리 자체가 아닌
해외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의 경쟁기업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 동
안 경제위기 한 번 없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려왔습니
다만, 이제는 성장에 가려져 있던 부실, 빈부격차 및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
며,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면 한국기업들은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하면 기업들
은 더욱 강해진 기초여건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KOSPI는 16.5% 상승하였는데 펀드는 19.2% 상승하여
비교지수수익률을 4.0%p 초과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말에 펀드의 예상배당수익
률은 약 1.7%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은행들은 배당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
국전력 등 일부 유틸리티 종목들도 배당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주식시장의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아직은 전체적으로 균형인 상태여서 주식
편입비중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치주펀드의 성격상 경기방어적인 종목들과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 절대적인 수익가치가 높은 종목들을
많이 편입해 왔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의 변동성은 다른 주식형펀드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방어주의 비중을 줄이고 하락폭
이 큰 경기 관련 종목들의 편입비율을 늘렸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가격 수준에서 전량 매각하였고, 우리금
융지주는 편입시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다시 검토를 실시한 후 투자의견을 변경하여 전량 손절매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신영투신 운용역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부 환경변화로 인하여 펀더멘탈의
악화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보존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편할 것입니다.

<운용계획>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 그리고 부동산 등의 위험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운용 철학은 명확한 운용 목표와 운용의 일관성 유지, 운용 원칙 준수입니다. 현재의 국면은 신뢰상실의 시기
라고 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기준은 신뢰
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가는 충분히 낮은 수준에 있고 현재부터 최소한 3년 이상 우리가 믿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가 중요한 종목선택의 기준입니다. 편입비율은 현재 주가 수준
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95% 내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펀드의 운용성과는 종목선택의 효과입
니다. 향후에도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 충분히 옥석을 가려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주식시장이 약세국면이라 옥석을 가릴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보유 종목에 따라서 운용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더욱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분산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고수할 계획입니
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일을 기약하고 과
감하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단기 등락이 크게 느껴지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지지만 좋은 주식은 상황이 어
려울 수록 가장 가치 있는 자산보존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분산투자, 분할매수전략으
로 주가가 제 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주변 여
건이 어려울수록 오직 일관된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만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냉철
한 판단력을 키우고 기업분석에 매진하여 올 해는 좋은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

자증권
기타

당기손익 -320,161 0 0 0 -3 13,544 -306,620

전기손익 -409,390 0 0 0 -3 1,434 -407,959

* 기타손익 : 채권상환손익, 현금/수익증권 매매(상환)손익, 수입이자, 배당금등

  ■ 보수지급현황
■ 신영마라톤주식(A형)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849 0.11 687 0.11

판매회사 보수 1,957 0.26 1,583 0.26

수탁회사 보수 55 0.01 45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2,862 0.38 2,315 0.38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신영마라톤주식(W형)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19 0.00 17 0.00

판매회사 보수 0 0.00 0 0.00

수탁회사 보수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20 0.00 18 0.00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신영마라톤주식(e형)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8 0.00 9 0.00

판매회사 보수 19 0.00 19 0.00

수탁회사 보수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28 0.00 29 0.00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1.76 1.73

매매수수료비율 0.15 0.12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순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단위:억원,개)

성  명 연령 직위
다른펀드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펀드수 운용규모

허남권 47 본부장 6 13,919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7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5. 운용전문인력 현황



(단위:억원,개)

성  명 연령 직위
다른펀드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펀드수 운용규모

이헌우 44 부본부장 15 11,417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4년5개월)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10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운용팀/주식리서치팀
(6년7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6개월)

06010120031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채권 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운용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담당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운용전문인력 현황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BNG증권중개
0 0 0 0 51 0 0.10

(0.00) (0.00) (0.00) (0.00) (0.16) (0.16)

HI투자증권
0 0 2,667 3 0.10 1,014 1 0.10

(0.00) (0.00) (4.01) (4.01) (3.15) (3.16)

HMC투자증권
501 1 0.10 319 0 0.10 1,582 2 0.10

(0.54) (0.54) (0.48) (0.48) (4.92) (4.92)

IBK투자증권
2,439 2 0.10 703 1 0.10 1,593 2 0.10

(2.64) (2.64) (1.06) (1.06) (4.96) (4.96)

KB투자증권
6,971 7 0.10 2,584 3 0.10 2,748 3 0.10

(7.54) (7.54) (3.89) (3.89) (8.55) (8.55)

KTB투자증권
2,764 3 0.10 354 0 0.10 0 0

(2.99) (2.99) (0.53) (0.53) (0.00) (0.00)

LIG투자증권
358 0 0.10 2,897 3 0.10 116 0 0.10

(0.39) (0.39) (4.36) (4.36) (0.36) (0.36)

NH투자증권
180 0 0.10 846 1 0.10 419 0 0.10

(0.20) (0.20) (1.27) (1.27) (1.30) (1.30)

SK증권
2,456 2 0.10 659 1 0.10 0 0

(2.66) (2.66) (0.99) (0.99) (0.00) (0.0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3,036 3 0.10 895 1 0.10 120 0 0.10

(3.28) (3.28) (1.35) (1.35) (0.37) (0.37)

교보증권
0 0 0 0 2,204 2 0.10

(0.00) (0.00) (0.00) (0.00) (6.86) (6.86)

굿모닝신한증권
3,798 4 0.10 598 1 0.10 0 0

(4.11) (4.11) (0.90) (0.90) (0.00) (0.00)

노무라증권
977 1 0.10 1,867 2 0.10 272 0 0.10

(1.06) (1.06) (2.81) (2.81) (0.85) (0.85)

대신증권
4,795 5 0.10 6,553 7 0.10 116 0 0.10

(5.19) (5.19) (9.86) (9.86) (0.36) (0.36)

대우증권
3,732 4 0.10 2,301 2 0.10 925 1 0.10

(4.04) (4.04) (3.46) (3.46) (2.88) (2.88)

동부증권
2,468 2 0.10 3,075 3 0.10 552 1 0.10

(2.67) (2.67) (4.63) (4.63) (1.72) (1.72)

동양종합금융증권
2,805 3 0.10 2,409 2 0.10 0 0

(3.03) (3.03) (3.62) (3.62) (0.00) (0.00)

리딩투자증권
2,006 2 0.10 748 1 0.10 0 0

(2.17) (2.17) (1.13) (1.13) (0.00) (0.00)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메리츠증권
3,113 3 0.10 907 1 0.10 211 0 0.10

(3.37) (3.37) (1.37) (1.37) (0.66) (0.66)

미래에셋증권
1,009 1 0.10 2,793 3 0.10 2,032 2 0.10

(1.09) (1.09) (4.20) (4.20) (6.32) (6.32)

부국증권
920 1 0.10 0 0 53 0 0.10

(1.00) (1.00) (0.00) (0.00) (0.16) (0.16)

삼성증권
1,785 2 0.10 3,393 3 0.10 0 0

(1.93) (1.93) (5.10) (5.10) (0.00) (0.00)

솔로몬투자증권
533 1 0.10 824 1 0.10 0 0

(0.58) (0.58) (1.24) (1.24) (0.00) (0.00)

신영증권
25,062 25 0.10 11,721 12 0.10 8,134 8 0.10

(27.11) (27.11) (17.63) (17.63) (25.30) (25.27)

애플투자증권중개
0 0 2,147 2 0.10 115 0 0.10

(0.00) (0.00) (3.23) (3.23) (0.36) (0.36)

우리투자증권
3,350 3 0.10 4,777 5 0.10 1,492 1 0.10

(3.62) (3.62) (7.19) (7.19) (4.64) (4.64)

유진투자증권
0 0 2,572 3 0.10 243 0 0.10

(0.00) (0.00) (3.87) (3.87) (0.76) (0.76)

유화증권
93 0 0.10 0 0 0 0

(0.10) (0.10) (0.00) (0.00) (0.00) (0.00)

키움닷컴증권
3,580 4 0.10 1,271 1 0.10 1,287 1 0.10

(3.87) (3.87) (1.91) (1.91) (4.00) (4.01)

토러스투자증권
0 0 1,093 1 0.10 0 0

(0.00) (0.00) (1.64) (1.64) (0.00) (0.00)

하나대한투자증권
591 1 0.10 1,412 1 0.10 977 1 0.10

(0.64) (0.64) (2.12) (2.12) (3.04) (3.04)

한국투자증권
3,005 3 0.10 260 0 0.10 1,711 2 0.10

(3.25) (3.25) (0.39) (0.39) (5.32) (5.32)

한화증권
0 0 1,266 1 0.10 2,277 2 0.10

(0.00) (0.00) (1.90) (1.90) (7.08) (7.09)

현대증권
9,073 9 0.10 1,540 2 0.10 1,906 2 0.10

(9.82) (9.82) (2.32) (2.32) (5.93) (5.93)

흥국증권
1,038 1 0.10 1,025 1 0.10 0 0

(1.12) (1.12) (1.54) (1.54) (0.00) (0.00)

합  계 92,440 92 66,478 66 32,148 32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44,917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주
총회일

보유
주식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한

경우 그 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LG마이크론 2008.11.14 185,184합병계약 승인의 건 0 185,184 0 0

파인디앤씨 2008.11.21
1,148,9

84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1,148,984 0 0 0
정관변경의 건 1,148,984 0 0 0

한국전력공사 2008.11.28
1,093,3

38

상임이사 선임의 건 1,093,338 0 0 0
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1,093,338 0 0 0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1,093,338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93,338 0 0 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93,338 0 0 0

현대모비스 2008.12.17 74,883 (주)현대오토넷합병계약서 승인의건 0 74,883 0 0

KT 2009.01.14 637,185

정관 변경의건 637,185 0 0 0
사장 선임의 건 637,185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637,185 0 0 0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637,185 0 0 0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지급
금액(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백만좌)

기준가격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04.04.26 240 1,032 1,232.23 1,000.00 결산(7452)

2005.04.25 397 1,793 1,221.45 1,000.00 결산(7452)

2006.04.25 125,299
192,754 1,649.48 1,000.00 결산(7452)

1,054 1,104.37 1,000.00 결산(7453)

2007.04.25 21,452
6,394 1,125.52 1,000.00 결산(7453)

182,608 1,113.08 1,000.00 결산(7452)

2008.04.25 184,039

16,159 1,279.97 1,000.00 결산(7453)

671,558 1,267.16 1,000.00 결산(7452)

2,953 1,035.36 1,000.00 결산(7454)

9. 분배금 지급내역

     

10.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인 신영투자신탁운용(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예탁된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 확인기간은 일괄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빌딩 6,7층
홈페이지 : http://www.syfund.co.kr (한글주소:신영투신)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

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

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

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

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

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    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 계좌를 트고 펀드에 가입하

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

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펀드

의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수탁회사

수탁회사란 펀드의 수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

합니다. 현행 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회사의 고유 재산

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수탁회사

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가 펀드

를 주로 매입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러한 판매회사에 속합니다. 판매회사

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총액(보수· 비용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수수료율이

높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펀드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

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

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

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

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