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481 코리아밸류혼합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채권혼합형

- 운  용  기  간 : 2007.01.18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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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5년 07월 18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주식편입비 30% 이하의 채권혼합형 펀드.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21,195.09 부 채 총 액 158.9

순 자 산 총 액 21,036.19 기준가격(원)
전기말 1,041.26

당기말 1,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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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7.05 11,635.48  3,499.28   53.27 21,195.09

비 율 28.34 54.9  16.51   0.25

※ 선납원천세:7.94 미수배당금:45.33 미지급금:-60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4.17)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하이닉스반도체 3,828 126.96 128.43 1.47 0.6
CJ 1,710 169.49 169.12 -0.38 0.8
LG상사 4,316 92.19 104.66 12.47 0.5
제일모직 5,416 181.19 211.22 30.03 1
세아베스틸 5,510 90.07 92.57 2.50 0.4
대한전선 5,592 118.03 149.03 31.00 0.7
현대해상 11,876 129.10 154.39 25.29 0.7
케이씨씨 358 77.56 115.63 38.08 0.6
LG 1,900 59.80 63.37 3.57 0.3
SK 1,716 110.00 160.27 50.27 0.8
현대자동차1우 3,870 156.20 131.58 -24.62 0.6
POSCO 637 146.12 240.15 94.03 1.1
풍산 5,040 96.54 129.02 32.49 0.6
삼성전자 817 490.76 484.48 -6.28 2.3
우리투자증권1우 13,276 169.27 166.61 -2.66 0.8
전북은행 1,403 8.38 13.40 5.01 0.1
삼성SDI 963 58.66 55.18 -3.48 0.3
한일건설 1,970 30.76 35.85 5.09 0.2
현대중공업 1,053 96.25 220.08 123.83 1
SKC 5,860 117.14 130.68 13.54 0.6
현대모비스 750 60.00 59.93 -0.07 0.3
LG석유화학 3,157 75.27 98.02 22.76 0.5
한솔케미칼 11,230 93.09 107.70 14.60 0.5
한국전력공사 4,855 178.25 188.13 9.89 0.9
환인제약 3,370 49.32 54.26 4.94 0.3
SK텔레콤 1,190 236.18 230.27 -5.91 1.1
한라공조 11,177 113.41 117.36 3.94 0.6
와이지-원 31,461 89.07 110.74 21.67 0.5
롯데쇼핑 441 152.99 160.97 7.98 0.8
기업은행 7,786 122.65 148.71 26.07 0.7
KT 6,191 263.26 256.31 -6.95 1.2
SBS 2,439 111.79 118.05 6.26 0.6
G2R 11,840 170.92 156.88 -14.04 0.7
한국가스공사 6,730 234.23 249.35 15.12 1.2
인탑스 3,173 85.52 91.07 5.54 0.4
코메론 28,464 105.00 100.62 -4.3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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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신한지주 1,095 59.64 59.24 -0.40 0.3
에스에프에이 2,513 71.35 93.23 21.88 0.4
국민은행 1,669 133.15 145.54 12.39 0.7
LG전자1우 5,429 199.97 188.93 -11.04 0.9
듀오백코리아 14,972 169.95 175.92 5.97 0.8
동양이엔피 8,688 85.86 100.78 14.92 0.5
LG패션 1,660 35.42 36.44 1.02 0.2
테크노세미켐배당(보) 111 0.06 2.90 2.85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통안42-71-364-2 500.00 493.04 2006.08.02 2007.08.01 2.3
통안41-727-2-13 500.00 499.31 2005.07.13 2007.07.13 2.4
통안41-735-2-14 320.00 320.76 2005.09.14 2007.09.14 1.5
통안41-749-2-14 1,000.00 1,005.22 2005.12.14 2007.12.14 4.8
통안41-745-2-23 2,000.00 2,016.90 2005.11.23 2007.11.23 9.6
통안42-14-546-12 1,400.00 1,362.16 2006.05.12 2007.11.09 6.5
통안42-113-364-11 1,100.00 1,074.58 2006.10.11 2007.10.10 5.1
통안42-12-546-17 1,700.00 1,666.51 2006.03.17 2007.09.14 7.9
산금07신할0006-01 700.00 690.04 2007.01.31 2007.08.02 AAA 3.3
기업은행(신)0610할 500.00 488.31 2006.10.09 2007.10.09 AAA 2.3
SC제일은행06-02이 2,000.00 2,018.66 2006.02.06 2007.08.06 AAA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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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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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1,800.00 68.14 2007.07.20 8.9
정기예금/신한은행 2007.03.30 540.00 11.13 2007.05.09 2.6
정기예금/우리은행 2006.12.05 250.00 4.45 2007.06.05 1.2
정기예금/국민은행 2007.02.28 100.00 1.34 2007.12.28 0.5
정기예금/우체국 2007.03.19 100.00 0.42 2008.03.19 0.5
콜론/농협중앙회 2007.04.17 18.46 0.00 2007.04.18 0.1
콜론/한국수출입은행 2007.04.17 600.00 0.07 2007.04.18 2.9
예금(4.04%) 2007.04.01 5.25 0.01 2007.04.3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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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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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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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48 1,968.45 155,914 2,941.24 47.39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주식부문]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펀드는 3.3%의 수익률을 보여 벤치마크 지수 상승률인 3.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설정
이후 1년 9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14.4%이며 연률로는 8.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펀드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편입비는 큰 변화 없이 27~28% 정도를 유지하
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롯데쇼핑, LG,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삼성SDI 등입니다. 매
도한 종목은 에이치앤티, 다우기술,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입니다. 비중이 확대된 종목은 현대중공업, SBS,
GIIR, SK, 한라공조, LG상사 등이며, 비중이 축소된 종목은 에스에프에이, 한국전력공사, 하이닉스반도체 등입
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배당락 이후 연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 현 수준은 자원개발 가치를 감안하지 않더라고
배당주로서 투자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롯데쇼핑은 신세계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되며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업종 대표주를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엘지카드를 인수하여 종합금융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가장 먼저 갖추었으며 이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들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LG는 주력 자회사들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주회사로서 보유 자회
사들의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성SDI는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주
가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평판TV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지난 3개월간 가장 크게 펀드의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들은 현대중공업, POSCO, SK,
에스에프에이, 동양이엔피 등이었습니다. 부진했던 종목은 KT,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우선주, CJ
이었습니다. 투자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 상위 종목은 현대중공업, SK, 동양이엔피, 풍산, 와이지-원 등이
었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2월부터 배당주들의 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로 3월부
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통신, 유틸리티 등 대형 배당주들은 아직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섹터별로는 여전히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IT, 소비재, 의료보건, 유
틸리티, 통신 섹터는 반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섹터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섹터들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부정적인 영향 하
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아직 적극적인 이익 실현 보다는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비중축소로 리스크 관
리를 해나갈 것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꾸준히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IT섹
터나 소비재 섹터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들 섹터에서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에는  안정성을 보다 중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부문]
  채권 시장은 국내외 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외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 비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근 비교적 큰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일단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 우려보다는 정책금리의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못한 국내외 경제 펀
더멘탈의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영역의 수급 불안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강
세 지속으로 인한 가격 부담 및 주식시장의 호조로 조정을 받고 있으나, 가시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의 등장 전
까지는 풍부한 대기 매수세를 기반으로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전반적인 흐름은 장기물 위주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추구하는 펀드의 성격에 맞추어 장기물을 이용한 공격적인 듀레이션 베팅은 자제하
고 단기물 영역을 이용한 펀드자산 캐리수익률 제고 위주의 운용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채권부문 운용전략은
단기적인 금리예측에 따른 공격적인 딜링 보다는 국고채, 통안채, 우량은행채 중심의 안전자산 종목들을 편입대
상으로 제한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시장 변동성의 오버
슈팅 국면을 활용 또는 입찰 시장을 이용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단기 딜링 및 섹터별, 만기별 저평가 채권
을 적극 발굴하여 교체 투자하는 전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편입비는 주식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탁자산 대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계
획입니다. 당분간은 장단기 수익률의 역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통안 1년 내외 단기영역을 활용
한 펀드 캐리수익률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채권시장이 큰폭의 조정을 보임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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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리 조정 시점을 활용한 듀레이션 확대 전략 및 저평가 영역 발굴, 교체 매매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256.7 -17.4   229.8 -3.4   573.3

당 기 586.3 -9.2   503.7 -4.7   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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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1.87 3.34 5.49 3.82 14.34

 7.18  8.23 10.13 12. 1  1.20  3.14  5. 3  6.26  8.16 10. 9 11.27  1.18  3. 9

1,181

1,171

1,161

1,151

1,141

1,131

1,121

1,111

1,101

1,091

1,081

1,071

1,061

1,051

1,041

1,031

1,021

1,011

1,001

 2005  2005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7  2007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27%,국채 1년금리:54%,CD금리(91일물):19%

 4.17  3.13  1.19 11.28 10.10  8.17  6.27  5. 4  3.15  1.23 12. 2 10.14  8.25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2007  2007  2007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2005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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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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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전  기 27.3 63.7 1.8  

당  기 25.0 58.4 1.7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68 1.68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10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종희 38
신영증권 채권부(3년9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7개월)

00010120010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11개월)

01010120017

김영준 35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9개월)

00010120013

박인희 32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년1개월)

06010120030

김현희 29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2년6개월) 06010120029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5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55.30 0.11 3.06       
굿모닝신한증권 158.91 0.32 8.80       
대신증권    425.34 0.23 23.80    
신영증권 60.90 0.12 3.37 539.32 0.55 30.17 145.60 0.22 11.05
한양증권 481.39 0.59 26.67 114.00 0.16 6.38 194.81 0.19 14.79
우리투자증권 40.23 0.08 2.23       
부국증권    37.37 0.02 2.09    
현대증권 151.60 0.30 8.40 44.84 0.04 2.51 67.60 0.07 5.13
한화증권    264.94 0.26 14.82    
동양종합금융증권 109.05 0.11 6.04       
SK증권 8.61 0.02 0.48       
NH투자증권    21.10 0.04 1.18    
브릿지증권 24.54 0.05 1.36       
삼성증권    30.32 0.06 1.70    
동부증권 141.59 0.27 7.85 21.23 0.04 1.19 3.30 0.00 0.25
한누리투자증권    136.16 0.27 7.62 77.95 0.16 5.92
맥쿼리증권서울지점 29.34 0.07 1.63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24.25 0.06 1.34       
골드만삭스증권 68.63 0.17 3.80       
CJ투자증권       117.12 0.12 8.89
미래에셋증권 133.08 0.22 7.37       
키움닷컴증권       59.97 0.03 4.55
노무라증권    34.54 0.07 1.93 11.64 0.01 0.88
푸르덴셜투자증권 29.13 0.04 1.61    5.07 0.01 0.38
대한투자증권    98.83 0.20 5.53 634.49 0.63 48.16
이트레이드증권 288.25 0.14 15.97       
흥국증권    19.33 0.04 1.08    

합  계 1,804.81 2.69 100.00 1,787.33 2.00 100.00 1,317.55 1.44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486.93 22.83       
NH투자증권 671.37 31.47       
푸르덴셜투자증권 683.34  32.03 5,477.9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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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KIDB채권중개 291.57 13.67       

합  계 2,133.21  100.00 5,477.97  100.00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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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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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2007.02.16 12,066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066    
이사 선임의 건 12,066    

케이씨씨 2007.02.23 363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3    
정관일부 변경의 건 363    
이사선임의 건 36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3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63    

POSCO 2007.02.23 833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33    
정관일부 변경의 건 833    
이사 선임의 건 83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33    

CJ 2007.02.28 1,742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42    
이사 선임의 건 1,742    
감사 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1,742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42    

제일모직 2007.02.28 5,616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61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616    
이사 선임의 건 5,616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61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61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616    

삼성전자 2007.02.28 90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0    
사외이사 선임의 건 900    
사내이사 선임의 건 900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00    

SBS 2007.02.28 278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78    
이사 선임의 건 278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78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78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278    
분할 신설회사 이사 선임의 건 278    
분할 신설회사 감사 선임의 건 278    
분할 신설회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78    
분할 신설회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78    

LG상사 2007.03.07 2,226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26    
정관일부 변경의 건 2,226    
이사 선임의 건 2,226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22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26    

SK 2007.03.09 1,748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48    
이사 선임의 건 1,74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1,748    

LG석유화학 2007.03.09 5,650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650    
이사선임의 건 5,65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650    

SK텔레콤 2007.03.09 1,176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7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76    
사내이사 선임의 건 1,176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176    
이사 선임의 건 1,176    

대한전선 2007.03.15 3,992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992    
정관일부 변경의 건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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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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2007.03.15 3,992

이사 선임의 건 3,992    
사외이사 선임의 건 3,992    
감사 선임의 건 3,992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992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992    

세아베스틸 2007.03.16 5,60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600    
이사 선임의 건 5,600    
감사 선임의 건 5,6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60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600    

풍산 2007.03.16 5,13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130    
이사 선임의 건 5,1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13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130    

한일건설 2007.03.16 2,00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00    
이사 선임의 건 2,00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00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000    

현대중공업 2007.03.16 1,192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9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92    
이사 선임의건 1,19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9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92    

동양기전 2007.03.16 10,591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59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0,591    
이사 선임의 건 10,591    
감사 선임의 건 10,59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59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591    

환인제약 2007.03.16 3,320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20    
이사 선임의 건 3,320    
감사 선임의 건 3,32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2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20    

KT 2007.03.16 6,131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31    
정관일부 변경의 건 6,13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 6,131    
이사선임의 건 6,13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131    

한라공조 2007.03.20 5,224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224    
정관일부변경의 건 5,224    
이사선임건(데이비드엠로덴)  5,224   
이사선임의 건 5,224    
감사선임의 건 5,22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224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224    

기업은행 2007.03.22 12,956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956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12,956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956    

한솔케미칼 2007.03.23 11,430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430    
이사 선임의 건 11,430    
감사 선임의 건 11,43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43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430    

다우기술 2007.03.23 19,390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390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신성균)  19,390   
이사 선임의 건 19,390    
감사 선임의 건 19,39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39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390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19,390    

G2R 2007.03.23 7,200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200    
이사 선임의 건 7,2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20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200    
집행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7,200    

에스에프에이 2007.03.23 9,065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65    
정관일부 변경의 건 9,06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06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065    

국민은행 2007.03.23 1,974
200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74    
이사 선임의 건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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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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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2007.03.23 1,974
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1,97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1,97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974    

듀오백코리아 2007.03.23 15,223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223    
이사 선임의 건 15,223    
상근감사 선임의 건 15,22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22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223    

LG패션 2007.03.23 1,680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8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680    

한국전력공사 2007.03.26 8,429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429    
사장 선출의 건 8,429    

동양이엔피 2007.03.26 13,789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789    
이사 선임의 건 13,789    
감사 선임의 건 13,78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78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78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3,789    

하이닉스반도체 2007.03.29 5,768

제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768    
이사 선임의 건 5,768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5,76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768    

현대엘리베이터 2007.03.30 867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867    
정관 일부 변경의 건 867    
이사 선임의 건 867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 867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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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