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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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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마라톤주식 투자신탁 A1호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52986

■ 자산운용회사              :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

Ⅰ.  기 본 정 보

1. 개    요

신영마라톤주식A1 (7491)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436,736.91 353,610.89 -19.03

부  채  총  액 (B) 5,828.7 7,946 36.33

순자산총액 (C=A-B) 430,908.21 345,664.89 -19.78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554,247.29 579,833.22 4.62

기준가격 (E=C/DX1000) 777.47 596.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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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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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신 탁 -1.22 -22.60 -37.09 -33.07 -40.38

비 교 지 수 -2.19 -21.43 -35.29 -30.12 -38.84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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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용성과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40.38 -3.06 -1.94 0.00

비 교 지 수 -38.84 -8.94 -4.48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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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용 개 요

    



3. 자산구성 현황

주식자산
91.8 %

유동자산
8.2 %

주식자산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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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65 0 0 0 0 0 0 0 0 28,946 0 353,611

(91.8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19) (0.00) (100.00)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삼성전자 7.43

주식 한국전력공사 5.31

주식 POSCO 5.16

주식 신한지주 3.37

주식 KT 2.17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강원랜드 1.87

주식 LG화학1우 1.87

주식 LG전자1우 1.85

주식 농심 1.74

주식 삼성화재1우 1.62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52986

■ 최초설정일                : 2005.12.09

■ 존속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이며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자산운용사                : 신영투자신탁운용

■ 수탁회사                   : 하나은행

■ 일반사무관리회사       :

■ 판매회사                   :

한화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굿모닝신한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한양증권/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남은행/신한은행/NH투자증권/수협중앙회/하나대투증권/삼성생명/
대한생명/메리츠종합금융/우리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홍콩상하이은
행/부산은행/금호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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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 세 정 보

1. 상품의 개요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CJ제일제당우 77,889 3,400 1.05

E1 92,232 5,580 1.72

GS 248,303 5,525 1.70

GS건설 28,303 1,446 0.45

KCC 11,115 2,640 0.81

KCC건설 157,463 2,740 0.84

KC코트렐 598,033 3,672 1.13

KISCO홀딩스 18,388 576 0.18

KT 221,171 7,564 2.33

LG1우 189,795 3,084 0.95

LG데이콤 138,696 2,614 0.81

LG상사 264,714 3,680 1.13

LG전자1우 217,708 6,455 1.99

LG화학1우 219,609 6,522 2.01

LS산전 61,570 2,601 0.80

NHN 25,821 2,918 0.90

POSCO 48,958 17,968 5.53

S-OIL 42,485 2,719 0.84

SJM 1,019,391 3,415 1.05

SK 57,161 5,230 1.61

SK텔레콤 13,041 2,823 0.87

강원랜드 467,910 6,527 2.01

경동도시가스 51,852 2,556 0.79

고려아연 53,028 4,030 1.24

광동제약 1,093,763 2,631 0.81

광주신세계 4,729 466 0.14

국도화학 202,356 3,309 1.02

기업은행 441,608 3,683 1.13

네오위즈게임즈 246,003 4,157 1.28

농심 25,105 6,075 1.87

대교 558,650 2,517 0.78

대림산업1우 211,399 2,960 0.91

대한제당 62,998 3,055 0.94

롯데쇼핑 22,989 4,207 1.30

롯데제과 3,118 4,219 1.30

롯데칠성 3,664 2,748 0.85

부산은행 572,989 3,409 1.05

삼성물산 114,784 4,477 1.38

삼성전자 55,776 25,880 7.97

삼성화재1우 94,115 5,647 1.74

삼천리 42,625 5,627 1.73

성우하이텍 732,294 2,497 0.77

세방 279,250 2,681 0.83

세이브존I&C 1,497,668 1,303 0.40

신세계 I&C 74,736 2,309 0.71

신영증권 85,828 1,931 0.59

신영증권1우 28,670 530 0.16

신한지주 345,427 11,745 3.62

영풍정밀 133,080 833 0.26

오리온 19,085 2,576 0.79

위닉스 942,398 2,686 0.83

유성기업 744,914 1,222 0.38

일신방직 56,220 3,559 1.10

제일기획 22,021 4,052 1.25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제일연마 410,560 1,564 0.48

중외홀딩스 338,956 1,790 0.55

카프로락탐 704,843 2,735 0.84

코스모화학 740,475 2,288 0.70

키움증권 91,665 3,502 1.08

키움증권유상(보) 41,102 1,570 0.48

태평양제약 102,603 2,616 0.81

평화정공 594,028 1,152 0.35

하나금융지주 274,703 5,164 1.59

하이록코리아 701,405 3,114 0.96

한국전력공사 618,744 18,500 5.70

한국전자금융 1,177,893 2,951 0.91

한국철강 160,037 4,193 1.29

한미약품 38,440 3,959 1.22

한샘 386,993 2,612 0.80

한세실업 1,291,676 2,480 0.76

한진해운 88,691 1,486 0.46

현대미포조선 15,499 2,147 0.66

현대백화점 62,420 3,589 1.11

현대산업 91,426 2,596 0.80

현대자동차 82,617 3,515 1.08

현대자동차1우 312,554 4,094 1.26

현대자동차2우 40,850 605 0.19

현대중공업 27,534 4,832 1.49

현대해상 387,082 5,071 1.56

호남석유 95,850 4,361 1.34

호성케멕스 1,663,071 2,902 0.89

합    계 23,584,615 324,665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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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2008.12.03 512 2009.01.02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8.12.03 717 2009.01.09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8.09.26 1,398 2009.03.30

예금 2008.12.01 26,318 2009.01.02

  ■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 가 금 액 비    고
미수입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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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9,000 105,312 2,672,336 79,401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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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개월간은 한국주식시장이 IMF 위기이후 10년만에 최악의 국면을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미국발 금
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며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
져 전세계 증시가 유동성위기와 자산가격 폭락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
기관 사이의 불신에 의한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미국 및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구제금융정책 및
금리인하 정책등을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실물경기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습
니다. 한국 주식시장 또한 금융위기의 한파로 원달러 환율폭등, 외환위기설등 극도의 공포심리와투매가 시장
을 지배하며 한때 KOSPI 900선이 무너지는 등 폭락세를 나타냈으나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대책등 글로벌
공조에 힘입어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KOSPI는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1200p이상까지 상승하였다가 다
시 900p대로 하락하는 등 계속 불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모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금융위기와
그에 따라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데에 따른 예측불허의 경제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은 현재 정부가 충격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경기부양과 금융시장안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 또한 10월 급락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타났으
나 본격적인 회복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주가 수준은 이제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위기의 원인이 우리 자체가 아닌 해외로부
터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의 경쟁기업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가 건실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유를 찾고 인내하면 기업들은 더욱 강해진 펀더멘탈로 주주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저희 펀드에는 대규모 환매가 없고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 중입니다. 주가
가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고객님들의 자
산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 용 의 개 요
지난 3개월간 KOSPI는 20%이상 하락하였고 저희 마라톤 A1펀드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는데 높은 편입비
와 종목별 무차별적인 하락세에 따라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상에 있어서는 하락장에서
종목별 교체매매가 꾸준히 있었으며 특히 투매와 최악의 투자심리로 인해 급락하여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극도의 저평가 영역으로 급락한 가치주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내에서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은행주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자본훼손 및
수익성 저하에 대한 리스크가 덜 반영되있다고 판단된 증권주의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통신주의 비중을
낮추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개별종목중에서는 배당수익률이 5%이상
으로 예상되는 우선주들 중 하락폭이 크고 보통주대비 괴리율도 높은 종목들, 순현금등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춘 중소형주들 중 PBR이 0.5배이하까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하락시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신용경색 및 유동성 위기, 부동산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
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
는 운용 철학은 명확한 운용 목표와 운용의 일관성 유지, 운용 원칙 준수입니다. 현재의 국면은 신뢰상실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기준은
신뢰입니다. 지금보다도 상황이 30% 이상 악화되어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니다. 장기적인 운용성과는 종목선택의 효과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국면이라고 판
단되어 주식편입비율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 충분히 옥석을 가려 장
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으로 운
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하락국면이라 옥석을 가릴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보유 종목에 따라서 운용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것 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분산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
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12월은 단기에 배당이라는 확정수익을 얻을 수있는 좋
은 투자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가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5%이상되는 종목들이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세계시장이 동조화되어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가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분산투자, 분할매수전략으로 주가가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주변여건이 어려울수록 오직 일관된 투자
원칙과 투자스타일만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저희 신영투신의 신념으로 저희는 최대한 평정
심을 유지하고 냉철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

자증권
기타

당기손익 -202,943 0 0 0 -4 7,224 -195,723

전기손익 -101,798 0 0 0 -3 6,817 -9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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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743 0.17 609 0.17

판매회사 보수 1,220 0.28 1,000 0.27

수탁회사 보수 33 0.01 27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1,996 0.45 1,636 0.45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2.07 2.05

매매수수료비율 0.22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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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본부장 6 13,867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5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박인희 33 선임 21 8,469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8개월)

06010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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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 현황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0월 11월 12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HI투자증권
25 0 0.10 219 0 0.10 0 0

(0.03) (0.03) (0.30) (0.30) (0.00) (0.00)

HMC투자증권
0 0 332 0 0.10 172 0 0.10

(0.00) (0.00) (0.46) (0.46) (0.52) (0.50)

IBK투자증권
0 0 2,323 2 0.10 0 0

(0.00) (0.00) (3.21) (3.19) (0.00) (0.00)

KB투자증권
2,835 3 0.10 2,583 3 0.10 1,022 1 0.10

(3.59) (3.59) (3.57) (3.55) (3.06) (2.96)

KTB투자증권
0 0 2,031 2 0.10 0 0

(0.00) (0.00) (2.81) (2.79) (0.00) (0.00)

LIG투자증권
0 0 266 0 0.10 174 0 0.10

(0.00) (0.00) (0.37) (0.37) (0.52) (0.50)

SK증권
0 0 663 1 0.10 1,124 1 0.10

(0.00) (0.00) (0.92) (0.91) (3.36) (3.2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715 1 0.10 0 0 775 1 0.10

(0.90) (0.91) (0.00) (0.00) (2.32) (2.24)

굿모닝신한증권
81 0 0.10 971 1 0.10 314 0 0.10

(0.10) (0.10) (1.34) (1.33) (0.94) (0.91)

노무라증권
994 1 0.10 1,645 2 0.10 82 0 0.10

(1.26) (1.26) (2.28) (2.26) (0.25) (0.24)

대신증권
0 0 618 1 0.10 1,049 1 0.10

(0.00) (0.00) (0.86) (0.85) (3.14) (3.04)

대우증권
5,835 6 0.10 1,642 2 0.10 1,618 2 0.10

(7.38) (7.39) (2.27) (2.25) (4.84) (4.68)

동부증권
49 0 0.10 969 1 0.10 758 1 0.10

(0.06) (0.06) (1.34) (1.33) (2.27) (2.20)

동양종합금융증권
1,502 2 0.10 2,495 2 0.10 0 0

(1.90) (1.90) (3.45) (3.43) (0.00) (0.00)

리딩투자증권
2,109 2 0.10 0 0 307 0 0.10

(2.67) (2.67) (0.00) (0.00) (0.92) (0.89)

메리츠증권
2,391 2 0.10 1,482 1 0.10 150 0 0.10

(3.03) (3.03) (2.05) (2.03) (0.45) (0.43)

미래에셋증권
1,154 1 0.10 2,095 2 0.10 639 1 0.10

(1.46) (1.46) (2.90) (2.88) (1.91) (1.85)

부국증권
52 0 0.10 248 0 0.10 0 0

(0.07) (0.07) (0.34) (0.34) (0.00) (0.00)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0월 11월 12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삼성증권
1,405 1 0.10 2,239 2 0.10 536 1 0.10

(1.78) (1.78) (3.10) (3.07) (1.61) (1.55)

솔로몬투자증권
425 0 0.10 826 1 0.10 0 0

(0.54) (0.54) (1.14) (1.13) (0.00) (0.00)

신영증권
41,003 41 0.10 35,640 36 0.10 12,628 13 0.10

(51.89) (51.86) (49.31) (48.92) (37.79) (36.52)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증권

0 0 378 1 0.25 1,968 3 0.16

(0.00) (0.00) (0.52) (1.30) (5.89) (9.01)

우리투자증권
747 1 0.10 866 1 0.10 206 0 0.10

(0.95) (0.96) (1.20) (1.19) (0.62) (0.60)

유진투자증권
480 0 0.10 0 0 0 0

(0.61) (0.61) (0.00) (0.00) (0.00) (0.00)

유화증권
1,284 1 0.10 984 1 0.10 0 0

(1.63) (1.63) (1.36) (1.35) (0.00) (0.00)

코리아RB증권중개
105 0 0.10 0 0 831 1 0.10

(0.13) (0.13) (0.00) (0.00) (2.49) (2.41)

키움닷컴증권
1,732 2 0.10 4,063 4 0.10 2,530 3 0.10

(2.19) (2.19) (5.62) (5.58) (7.57) (7.32)

푸르덴셜투자증권
665 1 0.10 991 1 0.10 0 0

(0.84) (0.84) (1.37) (1.36) (0.00) (0.00)

하나대한투자증권
98 0 0.10 2,011 2 0.10 675 1 0.10

(0.12) (0.12) (2.78) (2.76) (2.02) (1.95)

한국투자증권
6,129 6 0.10 2,272 2 0.10 3,401 3 0.10

(7.76) (7.76) (3.14) (3.12) (10.18) (9.84)

한양증권
1,339 1 0.10 0 0 0 0

(1.69) (1.70) (0.00) (0.00) (0.00) (0.00)

한화증권
0 0 0 0 51 0 0.10

(0.00) (0.00) (0.00) (0.00) (0.15) (0.15)

현대증권
4,868 5 0.10 1,371 1 0.10 642 1 0.10

(6.16) (6.16) (1.90) (1.88) (1.92) (1.86)

흥국증권
1,003 1 0.10 51 0 0.10 1,760 2 0.10

(1.27) (1.27) (0.07) (0.07) (5.27) (5.09)

합  계 79,024 79 72,277 73 33,412 35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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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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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71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위탁거래 유동자산 2,000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주
총회일

보유
주식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한

경우 그 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한세실업 2008.09.26 958,33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958,331 0 0 0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958,331 0 0 0
이사 선임의 건 958,331 0 0 0
감사 선임의 건 958,331 0 0 0

NHN 2008.11.14 42,897

KOSDAQ조건부 상장폐지 결의의 건 42,897 0 0 0
이사 선임의 건 42,897 0 0 0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건 42,897 0 0 0

한세실업 2008.11.27
1,250,2

76
분할계획서(수정) 승인의 건 1,250,276 0 0 0
이사 선임의 건 1,250,276 0 0 0

한국전력공사 2008.11.28 607,984

상임이사 선임의 건 607,984 0 0 0
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607,984 0 0 0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607,984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7,984 0 0 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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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1 62 18,039 1,003.44 1,000.00 펀드결산

2007.12.10 121,715 211,257 1,576.15 1,000.00 펀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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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