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081 신영 연금주식혼합 제1호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혼합형

- 운  용  기  간 : 2006.11.14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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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3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1년 02월 14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채권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는 주식혼합형 펀드로 주식부문 운용은 베타성향을 낮게 가
져가면서 가치주 장기투자로 지수대비 추가 수익률을 누적시켜나가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배당주식과 가치
주 투자에 주력하여 지수상승기에 지수관련 대표주도 병행투자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7,564.23 부 채 총 액 30.46

순 자 산 총 액 7,533.77 기준가격(원)
전기말 1,020.97

당기말 1,040.87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부동

산
실물
자산

특별
자산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평가액 3,851.67 2,625.98  1,004.43   82.16 7,564.23

비 율 50.92 34.72  13.28   1.09

※ 선납원천세:.12 미수배당금:82.04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2.13)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국타이어 3,180 39.99 45.95 5.96 0.6
건설화학 4,020 51.37 58.49 7.12 0.8
CJ1우 990 44.20 45.00 0.80 0.6
LG상사 2,586 56.01 56.63 0.62 0.8
제일모직 1,200 24.06 48.00 23.94 0.6
현대해상 5,321 39.47 69.44 29.97 0.9
동일방직 410 10.61 31.04 20.43 0.4
고려제강 2,653 53.82 74.81 21.00 1
한국제지 2,280 78.59 64.98 -13.61 0.9
케이씨씨 270 69.64 72.63 2.99 1
한독약품 1,615 19.11 24.06 4.96 0.3
선창산업 1,820 42.20 56.42 14.22 0.8
대덕GDS 7,250 63.99 58.80 -5.19 0.8
고려개발 1,990 40.23 35.42 -4.81 0.5
현대약품 1,900 36.32 45.32 9.00 0.6
현대자동차 1,720 120.64 118.16 -2.47 1.6
POSCO 300 60.61 104.10 43.49 1.4
삼성전자 453 268.01 254.59 -13.42 3.4
우리투자증권 3,270 63.01 61.15 -1.86 0.8
피제이전자 1,800 44.66 48.60 3.94 0.7
현대시멘트 1,180 32.83 38.94 6.11 0.5
삼성SDI 670 49.22 42.75 -6.48 0.6
한일건설 3,350 52.23 48.41 -3.82 0.7
우성사료 38,670 56.93 62.45 5.52 0.8
삼성전기1우 1,080 16.24 20.14 3.90 0.3
태영 500 18.91 32.25 13.34 0.4
한국코트렐 10,850 27.73 45.90 18.17 0.6
현대중공업 488 26.79 74.42 47.63 1
오리콤 3,000 23.21 26.04 2.83 0.4
우성아이앤씨 5,692 9.09 11.18 2.10 0.2
경동도시가스 1,200 37.96 44.10 6.14 0.6
LG석유화학 1,901 35.88 60.83 24.95 0.8
아가방 1,013 11.71 33.02 21.32 0.4
백광소재 2,953 45.15 45.03 -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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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3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유니드 2,010 35.49 38.99 3.51 0.5
한국전력공사 2,600 93.21 106.08 12.87 1.4
삼성증권 1,550 69.02 73.70 4.69 1
한세실업 18,802 26.39 59.13 32.74 0.8
대웅화학 2,442 40.39 53.11 12.72 0.7
SK텔레콤 465 87.61 91.84 4.22 1.2
E1 1,130 38.91 57.97 19.06 0.8
대교 535 36.85 44.46 7.61 0.6
세원정공 1,820 58.53 59.15 0.62 0.8
동양매직 8,290 58.13 55.46 -2.67 0.7
롯데쇼핑 160 54.32 57.44 3.12 0.8
WISCOM 7,015 25.62 27.36 1.74 0.4
제일기획 220 39.35 49.61 10.26 0.7
KT 1,740 68.93 74.99 6.06 1
TJ미디어 3,660 10.51 13.91 3.40 0.2
G2R 2,840 43.45 39.48 -3.97 0.5
금화피에스시 8,080 26.43 31.51 5.08 0.4
영풍정밀 1,482 16.83 31.94 15.11 0.4
광주신세계 149 5.49 21.61 16.11 0.3
이건창호 16,442 55.77 59.27 3.50 0.8
오로라월드 17,149 49.64 52.39 2.75 0.7
디지아이 3,504 18.01 20.60 2.59 0.3
위닉스 11,605 32.16 36.96 4.80 0.5
코메론 8,824 28.35 28.99 0.64 0.4
나라엠앤디 10,596 19.64 20.77 1.13 0.3
LG화학1우 2,620 62.60 67.20 4.61 0.9
유신 3,322 30.16 37.21 7.04 0.5
에스피지 10,312 34.04 31.14 -2.90 0.4
동아에스텍 16,082 40.09 45.03 4.94 0.6
국민은행 1,330 83.68 110.79 27.11 1.5
LG전자 1,478 98.34 86.91 -11.43 1.2
국보디자인 22,934 60.93 61.81 0.87 0.8
세이브존I&C 32,900 37.48 60.37 22.89 0.8
한국투자금융지주 1,105 19.62 48.90 29.28 0.7
GS(우선주) 1,600 23.70 30.08 6.38 0.4
리바트 3,000 28.96 37.20 8.24 0.5
하나금융지주 1,263 47.54 60.88 13.34 0.8
우성아이앤씨무상(보) 2,846 4.54 5.59 1.05 0.1
동일방직배당(보) 10 0.05 0.76 0.71 0
디지아이배당(보) 346 0.17 2.03 1.86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국민주택1종04-06 605.00 624.45 2004.06.30 2009.06.30 8.4
국민주택1종04-7 70.00 71.95 2004.07.31 2009.07.31 1
국민주택1종4-11 50.00 50.54 2004.11.30 2009.11.30 0.7
국민주택1종05-11 200.00 192.30 2005.11.30 2010.11.30 2.6
국민주택1종06-06 600.00 560.27 2006.06.30 2011.06.30 7.5
국민주택1종06-12 830.00 755.75 2006.12.31 2011.12.31 10.1
국민주택1종07-01 100.00 90.68 2007.01.31 2012.01.31 1.2
국민주택1종07-02 310.00 280.04 2007.02.28 2012.02.29 3.7
* 비율은 전체자산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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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3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부동산(임대) (단위:계약,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자금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정기예금/우체국 2006.07.13 300.00 9.05 2007.07.13 4.1
정기예금/우체국 2006.07.20 100.00 2.91 2007.07.20 1.4
정기예금/우체국 2006.10.09 200.00 3.47 2007.10.09 2.7
콜론/한국수출입은행 2007.02.13 388.82 0.05 2007.02.14 5.2
예금(4.04%) 2007.02.01 0.12 0.00 2007.02.28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68,857 743.64 19,395 84.56 2.43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주식부문 ]
펀드는 지난 3개월동안  50%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펀드내 편입비율이 적은 광전자, 삼성출판사등을 매
도하고 목표가격에 도달한 한세실업, 고려제강, 우성아이앤씨등을 일부  이익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에스피지, 국보디자인, 대덕 GDS, 현대차, 우성사료, 국민은행, 이건창호, 우리투자증권등의 편입비율을
늘리고 현대약품, 한일건설, 세원정공 등을 신규편입하였습니다. 

세원정공은 현대차의 아반테, 투싼, 트라제, 테라칸 및 기아차의 오피러스 등에 member류 부품을 납품하는 프레
스 부품 전문업체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높은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뉴아반떼를 통한 판매단가
인상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중국공장도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분법 평가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
입하였습니다.

한일건설은 한일시멘트의 자회사로서 주택 브랜드 인지도의 강화 및 민자 SOC의 비중확대, 공사원가절감 노력으
로 인해 꾸준한 이익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우수한 배당성향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편입하
였습니다. 

현대약품은 그동안 음료사업부의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타 제약사 대비 낮은 성장율을 보여주었으나 향후에는 안
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약사업부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이익성과
성장성의 개선이 기대되어 편입하였습니다. 

펀드는 향후에도 현 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은 이익실현하면서 기업탐방을 통
하여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과 배당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을 편입함으로써 안정
적인 수익률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채권부문 ]
  2006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채권시장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부동산 불안 지속 시 가격 제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상황으
로 변하였습니다. 과잉 유동성 논란이 계속되며 통화정책 당국의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며 시
장금리는 단기물 위주의 약세가 지속되는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로 넘어오면서 일부 단기물 수
급이 개선되며 소폭 강해지기도 하였으나, 단기적 강세 이후 채권시장은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유동성 축소 노력
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악재로 재차 부각되고, 투신권 채권 관련 자금의 지속적인 이탈로 강세시도가
제한되며 약세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 흐름 지속과 안정된 물가, 양호한 채권수급상황 등으로 인해 변동성 크지
않은 완만한 금리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 논쟁은
과잉 유동성 논란과 함께 통화정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집니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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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3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금리 흐름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통화정책 부담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멸됨에 따라 강세시도는 제한
되고, 정책금리와 거리를 두는 조정과정 속에서 경기 회복세의 추이를 반영하며 적정 스프레드 수준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 펀드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적립식 연금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무위험
자산인 잔존만기 5년 수준인 국민주택1종 채권 중심의 장기채 편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편입비
30~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펀드 설정 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 시점을 탐색하며 국민주택 1종 최근월물 위
주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펀드의 투자목적상  장기투자 펀드인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금리변동 및 이에 따
른 단기적 평가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의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투자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흐름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금리 조정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할매
수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펀드의 투자성격에 맞도록 중장기채권 투자를 통한 절대이자수익 확보를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
익률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542.5 12.1   -52.4    94.4

당 기 570.3 0.5   -41.9 -0.6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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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0.72 1.95 7.48 4.09 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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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54%,국채 1년금리:36%,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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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 수익률

  위 도표는 펀드 매입시점부터 현재시점(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펀드를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 추이를 도표화
한 자료입니다. 거치식 기준으로 수익률만을 표시한 것으로 시점을 달리하여 불입한 경우(적립식 포함)의 수익률
을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전  기 5.5 12.8 0.6  

당  기 6.8 15.9 0.7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45 1.45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7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종희 38
신영증권 채권부(3년9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4개월)

00010120010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8개월)

01010120017

김영준 35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6개월)

00010120013

원주영 34
신영투신 운용지원팀(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6년11개월)

00010120012

박인희 31
Megadeal M&A (1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개월)

06010120030

김현희 29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2년3개월) 06010120029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2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대우증권    47.10 0.05 13.59    
신영증권 10.90 0.01 4.55 26.02 0.04 7.51 63.86 0.11 26.36
한양증권       3.51 0.00 1.45
부국증권    179.75 0.36 51.85    
한화증권       9.31 0.02 3.84
신흥증권 16.70 0.03 6.98       
유화증권 0.07 0.00 0.03    10.36 0.02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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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SK증권       2.86 0.00 1.18
NH투자증권 211.68 0.39 88.44       
브릿지증권    70.63 0.14 20.37 152.31 0.30 62.88
코리아RB증권중개    23.16 0.05 6.68    

합  계 239.34 0.44 100.00 346.66 0.64 100.00 242.20 0.46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362.98  54.92 90.11  14.44
한화증권 345.69  100.00 297.89  45.08    
푸르덴셜투자증권       534.07 85.56

합  계 345.69  100.00 660.87  100.00 624.18  100.00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25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01

10.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회  사  명 주총일자 보유주수 의     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의

경우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한국코트렐 2006.12.18 871 정관일부 변경의 건 871    
경동도시가스 2006.12.28 1,200 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의 건 1,200    

현대약품 2007.02.12 1,900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900    
이사선임의 건 1,900    
감사 선임의 건 1,900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1,900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1,900    

11. 공지사항

     

-. 기타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www.syfund.co.kr (한글주소 : 신영투신) 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인 신영투자신탁운용(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는 신영투자신탁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서 제작된 것은 아니며, 이 펀드의 가입을 위해서는 약관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는 전혀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투자상품
은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상품 보험기관의 보험대상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고 투자원금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
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수익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운용보고서로 상품의 판매나 권유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혹은 판매나 권유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 혹은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