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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운 용 보 고 서 ]

( 운용기간 : 2008.05.16 ~ 2008.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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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임배당주식 투자신탁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46484

■ 자산운용회사              :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

Ⅰ.  기 본 정 보

1. 개    요

프라임배당주식 (8511)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292,859.65 240,119.97 -18.01

부  채  총  액 (B) 3,506.18 3,329.35 -5.04

순자산총액 (C=A-B) 289,353.47 236,790.62 -18.17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287,867.52 272,099.74 -5.48

기준가격 (E=C/DX1000) 1,005.16 870.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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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13.67 -5.07 -12.41 -3.77

비 교 지 수 3.93 -15.06 -6.19 -16.20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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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22.13 18.84 0.00

비 교 지 수 -5.62 12.71 12.28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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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용 개 요

미국의  주택담보부대출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은 연초이래
17%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및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점증하면서 한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주식시장
도 이에 연동하여 급등락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종목별로 약간의 포트폴리
오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수급에 따라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편입비율을 높이
고 있으며 목표가격에 도달한 포스코강판, LG화학, 한국가스공사, 이건창호, 태경산업, 세보엠이씨, KT&G
등의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저평가된 가치주, 우량대형주의
우선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자산구성 현황

주식자산
94.9 %

유동자산
5 %

기타자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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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46 0 0 0 0 0 0 0 0 12,067 107 240,120

(94.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3) (0.04) (100.00)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삼성전자 5.38

주식 한국전력공사 5.11

주식 KT 4.05

주식 SK텔레콤 3.85

주식 한국가스공사 3.55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POSCO 3.25

주식 LG전자1우 2.71

주식 국민은행 2.13

주식 LG화학1우 1.98

주식 동원산업 1.92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46484

■ 최초설정일                : 2004.11.16

■ 존속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이며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자산운용사                : 신영투자신탁운용

■ 수탁회사                   : 국민은행

■ 일반사무관리회사       :

■ 판매회사                   : 국민은행

■ 상품의 특징               : 배당수익율이 높은 종목과 저평가된 가치우량주중심으로 자산의 60%
이상을  중장기 투자하여 금리이상의 수익율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Ⅱ.  상 세 정 보

1. 상품의 개요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CJ1우 76,268 1,636 0.72

CJ제일제당우 27,052 1,840 0.81

CJ홈쇼핑 15,344 1,019 0.45

E1 23,373 2,323 1.02

GS 63,048 2,071 0.91

GS(우선주) 112,869 2,370 1.04

GⅡR 157,905 1,405 0.62

KSS해운 167,497 1,010 0.44

KT 230,753 9,669 4.24

KT&G 33,781 3,040 1.33

LG1우 92,485 2,853 1.25

LG상사 192,468 4,090 1.79

LG전자1우 116,094 6,478 2.84

LG패션 55,517 1,591 0.70

LG화학 17,859 1,839 0.81

LG화학1우 107,975 4,713 2.07

LS 37,471 2,762 1.21

POSCO 16,103 7,746 3.40

SBS 35,851 1,538 0.67

SBS홀딩스 18,021 580 0.25

SJM 195,723 969 0.43

SK 16,379 1,949 0.86

SK에너지 11,407 1,088 0.48

SK텔레콤 47,607 9,188 4.03

WISCOM 233,888 932 0.41

경동도시가스 15,057 806 0.35

고려제강 53,110 2,090 0.92

국민은행 85,102 5,089 2.23

국보디자인 126,303 491 0.22

국제엘렉트릭 113,096 775 0.34

기업은행 173,201 2,771 1.22

나라엠앤디 305,267 658 0.29

대교1우 34,207 1,488 0.65

대덕GDS 330,844 2,313 1.01

대림산업1우 25,551 875 0.38

대진공업 101,722 557 0.24

대한전선 60,560 2,065 0.91

동아타이어 205,569 1,860 0.82

동양고속운수 37,650 1,062 0.47

동원산업 37,192 4,575 2.01

동일방직 22,140 1,561 0.68

듀오백코리아 83,814 662 0.29

디씨엠 77,282 641 0.28

맥쿼리인프라 355,724 2,181 0.96

백광소재 39,258 683 0.30

삼성SDI1우 58,687 2,365 1.04

삼성물산 31,737 1,768 0.78

삼성전기1우 78,516 1,299 0.57

삼성전자 22,146 12,845 5.63

삼성카드 31,751 1,330 0.58

삼성화재 9,569 2,005 0.88

삼영이엔씨 179,162 797 0.35

삼정펄프 33,983 1,223 0.54

상신브레이크 245,467 520 0.23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세아베스틸 58,348 1,386 0.61

세원정공 27,945 1,322 0.58

세종공업 328,626 1,499 0.66

신도리코 42,741 2,458 1.08

신영증권 56,239 2,404 1.05

아가방컴퍼니 436,213 975 0.43

애경유화 28,343 721 0.32

에머슨퍼시픽 150,956 808 0.35

에스에이엠티 207,111 723 0.32

오로라월드 196,961 516 0.23

위닉스 199,383 1,370 0.60

유니드 56,104 2,020 0.89

유신 43,937 672 0.29

유화증권 65,012 1,147 0.50

인천도시가스 46,619 1,301 0.57

일신방직 31,994 2,224 0.98

전북은행 371,654 2,583 1.13

제일기획 14,459 3,354 1.47

제일모직 78,546 4,108 1.80

코메론 130,182 400 0.18

태경산업 208,784 1,027 0.45

파라다이스 599,238 1,675 0.73

포스렉 54,643 2,128 0.93

풍산 90,293 1,102 0.48

풍산홀딩스 18,333 341 0.15

피제이전자 29,199 774 0.34

하나금융지주 90,836 3,593 1.58

한국가스공사 117,779 8,468 3.72

한국공항 42,936 1,717 0.75

한국금융지주1우 68,934 1,127 0.49

한국기업평가 66,679 2,000 0.88

한국전력공사 379,523 12,202 5.35

한국제지 53,114 2,040 0.89

한국프랜지공업 43,438 532 0.23

한독약품 81,502 1,398 0.61

한샘 69,335 634 0.28

한세실업 373,745 1,271 0.56

한양증권 135,256 1,887 0.83

한일건설 117,023 878 0.39

한진해운 69,392 2,255 0.99

현대시멘트 25,181 515 0.23

현대약품 474,739 1,498 0.66

현대자동차1우 119,086 3,138 1.38

현대자동차2우 88,601 2,543 1.12

현대자동차3우 43,365 1,138 0.50

현대중공업 4,096 1,128 0.50

현대해상 145,186 2,831 1.24

호텔신라 113,148 2,648 1.16

화신 199,096 584 0.26

화천기계 49,710 830 0.36

합    계 11,619,968 227,946 1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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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4 194 2008.09.29

정기예금 하나은행 2008.07.31 1,324 2008.10.20

정기예금 SC제일은행 2008.07.24 1,004 2009.07.24

콜론 굿모닝신한증권 2008.08.14 1,000 2008.08.18

콜론 한국씨티은행 2008.08.14 8,544 2008.08.18

예금 2008.08.01 0 2008.08.31

  ■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 가 금 액 비    고
미수배당금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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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425 26,272 1,547,184 37,812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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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경과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은  KOSPI  1900선을 일시적으로 상회하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후 지속적인 조정이 이어지면서 KOSPI 150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초 이래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온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미국의 주택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전세계 금융권부실
화 가능성을 높였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계
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시장인 미국에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높아져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매도도 연
초 이래 28조원에 이르고 있어 주식시장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급격한 금
리상승과 환율상승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은 주식시장의 투자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면 하락 폭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긴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2003년 이래 5년여
동안 3배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을 시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최고치대비 2-30%수준의 조정은 자연스런 모
습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OSPI 1500
정도의 주가 수준은 대체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경기회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유가의 급격한 하락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성장세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악재가 대체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지수대에서 섣불리 매도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낙
관론으로 지수에 베팅하는 것 보다는 종목별로 상대적인 매력도가 큰 종목들로 교체 매매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격의 상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펀드는 지난 3개월 기준으로 비교지수보다는 적은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연간기준으로는 -3.77%대
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비교지수보다는 적은 폭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객님의 자산에 손실을 끼
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의 투자목적이 배당수익률이 높은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
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을 하여 왔으나 금기와 같은 수급악화에 따른 급격한 하락기에는 피해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보면 배당수익률을 포함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다시 많이 등장
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08년 기준으로 평균 주가수익비율은 9.5배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중심의 주식시장
에서 상대적인 주가 차별화가 어느때보다도 심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고  예상지수의 상승률
이 높지 않아 올해는 전체적으로도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하락기에 동펀드에는 자금유입이 지속되어 하락시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중에서 배당수익률
이 높은 종목, 하락폭이 큰 종목, 보통주와 괴리도가 높은 우선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편입비율은 95%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1우, 포스렉, 현대자동차1우, 삼성전기1우, 삼성
SDI1우, 한국전력공사, LG화학1우, 화신 CJ1우, LG전자1우, 유신,화신, 현대약품 등을 추가로 매수하였습
니다. 매도한 주요종목으로는  한양증권, 호텔신라, KT, 현대해상, 세보엠이씨, 태경산업, 이건창호, KT&G,
한국가스공사, 포스코강판, LG화학등이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목표가격에 도달하여 전량 매도한 종목입니
다.

- 운용계획
  프라임배당 주식형펀드는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이상인 가치주 종목에 주식자산의 70%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펀드로서 금리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펀드 중 가장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 용 의 개 요
보수적인 시각에서 종목선정이 이루어지고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가 보이기
전까지는 시장의 상승보다는 종목중심의 순환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자산의 투자형태가 유가증권화 되고 있는 것은 대세이고 특히 주식은 실물자산에 대
한 투자로서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도 있습니다.  경기둔화로 인하여 마땅한 투자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특히
자산가치대비하여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대표주중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들은  훌륭한 투
자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은 예년의 주식시장의 모습과는 달리  주식에 대한 투자기준의 변화
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투자기준이 기본가치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PER,
저PBR, 고ROE종목들이 좋은 투자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기본적인 투
자가치가 우수하고 저평가 되어있으며 경기의 변동에 따른 기업매출과 수익의 변동성이 적으며 특히 주가의
하방경직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별화장세에서 시장의 상승세와는 다르게 향후 성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소
외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옥석을 가리고 분석하여  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높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수 후 보유전략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형제조주의 우선주들은 지난 유동성장세에서 보통주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져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
습을 보였는데  보통주와의 괴리도가 50~70%수준에 이르러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러티, 에너지, 음식료, 금융, 자동차업종 중에서 시장평균이하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
량주중심으로 편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의 바닥권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
여 왔습니다. 
 
  장세는 향후에도 여러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의해 급등락 할 수 있겠지만 동펀드는 가장 보수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펀드의 운용목표에 충실하여 안정적으로 누적운용수익률이 쌓일 수 있도
록 일관성 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

자증권
기타

당기손익 -40,165 0 0 0 -4 7,755 -32,414

전기손익 -3,989 0 0 0 -2 7,373 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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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0.18 481 0.19

판매회사 보수 1,203 0.43 1,123 0.44

수탁회사 보수 21 0.01 19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1,739 0.62 1,624 0.64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2.58 2.66

매매수수료비율 0.08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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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4,567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1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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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 현황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ABN암로아시아증권
0 0 437 1 0.25 0 0

(0.00) (0.00) (2.24) (5.33) (0.00) (0.00)

CJ투자증권
1,112 1 0.10 904 1 0.10 624 1 0.10

(4.18) (4.12) (4.63) (4.41) (3.47) (3.32)

HMC투자증권
0 0 81 0 0.10 1,763 2 0.10

(0.00) (0.00) (0.42) (0.40) (9.80) (9.38)

KB투자증권
316 0 0.10 2,896 3 0.10 2,591 3 0.10

(1.19) (1.17) (14.84) (14.12) (14.41) (13.78)

NH투자증권
127 0 0.10 0 0 1,128 1 0.10

(0.48) (0.47) (0.00) (0.00) (6.27) (6.00)

SK증권
167 0 0.10 26 0 0.10 331 0 0.10

(0.63) (0.62) (0.13) (0.13) (1.84) (1.76)

골드만삭스증권
195 0 0.25 221 1 0.25 482 1 0.25

(0.73) (1.81) (1.13) (2.70) (2.68) (6.41)

교보증권
0 0 654 1 0.10 761 1 0.10

(0.00) (0.00) (3.35) (3.19) (4.23) (4.05)

굿모닝신한증권
136 0 0.10 0 0 1,627 2 0.10

(0.51) (0.50) (0.00) (0.00) (9.04) (8.65)

노무라증권
0 0 766 1 0.10 0 0

(0.00) (0.00) (3.93) (3.74) (0.00) (0.00)

대신증권
0 0 0 0 189 0 0.10

(0.00) (0.00) (0.00) (0.00) (1.05) (1.00)

대우증권
2,174 2 0.10 3,789 4 0.10 444 0 0.10

(8.18) (8.05) (19.41) (18.48) (2.47) (2.36)

동부증권
350 0 0.10 0 0 156 0 0.10

(1.32) (1.30) (0.00) (0.00) (0.87) (0.83)

동양종합금융증권
80 0 0.10 68 0 0.10 17 0 0.10

(0.30) (0.30) (0.35) (0.33) (0.09) (0.09)

메리츠증권
120 0 0.10 199 0 0.10 381 0 0.10

(0.45) (0.45) (1.02) (0.97) (2.12) (2.02)

미래에셋증권
884 1 0.10 54 0 0.10 132 0 0.10

(3.32) (3.27) (0.28) (0.26) (0.73) (0.70)

부국증권
1,384 1 0.10 0 0 0 0

(5.21) (5.12) (0.00) (0.00) (0.00) (0.00)

삼성증권
230 0 0.10 116 0 0.10 530 1 0.10

(0.87) (0.85) (0.59) (0.57) (2.95) (2.82)

솔로몬투자증권
100 0 0.10 240 0 0.10 0 0

(0.38) (0.37) (1.23) (1.17) (0.00) (0.00)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신영증권
11,886 12 0.10 4,899 5 0.10 3,384 3 0.10

(44.71) (43.90) (25.10) (23.89) (18.82) (17.99)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증권

108 0 0.25 0 0 66 0 0.25

(0.41) (1.00) (0.00) (0.00) (0.36) (0.87)

우리투자증권
493 0 0.10 2 0 0.10 5 0 0.10

(1.85) (1.83) (0.01) (0.01) (0.03) (0.03)

유화증권
1,140 1 0.10 0 0 0 0

(4.29) (4.22) (0.00) (0.00) (0.00) (0.00)

코리아RB증권중개
1,230 1 0.10 0 0 954 1 0.10

(4.63) (4.55) (0.00) (0.00) (5.31) (5.07)

키움닷컴증권
332 0 0.10 284 0 0.10 706 1 0.10

(1.25) (1.23) (1.45) (1.38) (3.93) (3.76)

푸르덴셜투자증권
0 0 1,249 1 0.10 0 0

(0.00) (0.00) (6.40) (6.09) (0.00) (0.00)

하나대한투자증권
166 0 0.10 7 0 0.10 202 0 0.10

(0.62) (0.61) (0.03) (0.03) (1.12) (1.08)

한국투자증권
1,937 2 0.10 105 0 0.10 88 0 0.10

(7.29) (7.17) (0.54) (0.51) (0.49) (0.47)

한양증권
76 0 0.10 0 0 0 0

(0.29) (0.28) (0.00) (0.00) (0.00) (0.00)

한화증권
0 0 0 0 445 0 0.10

(0.00) (0.00) (0.00) (0.00) (2.48) (2.37)

현대증권
1,216 1 0.10 2,523 3 0.10 936 1 0.10

(4.57) (4.50) (12.93) (12.30) (5.20) (4.98)

흥국증권
623 1 0.10 0 0 40 0 0.10

(2.34) (2.31) (0.00) (0.00) (0.22) (0.21)

합  계 26,583 27 19,518 21 17,983 19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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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07월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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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1,433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20,168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주
총회일

보유
주식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한

경우 그 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한진해운
2008.05.29

77,302거양해운 합병승인의 건 77,302 0 0 0
풍산 112,867분할계회서 승인의건 112,867 0 0 0

신영증권

2008.05.30

56,239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6,239 0 0 0
이사 선임의 건 56,239 0 0 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6,239 0 0 0

한양증권 158,517

제53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158,517 0 0 0
정관 일부변경의 건 158,517 0 0 0
이사선임의 건 158,517 0 0 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8,517 0 0 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8,517 0 0 0

유화증권 70,322

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0,322 0 0 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70,322 0 0 0
이사선임의 건 70,322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0,322 0 0 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0,322 0 0 0

삼성화재 2008.06.05 10,240
제58기 재무제표승인의건 10,240 0 0 0
이사선임의건 10,240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10,240 0 0 0

현대해상 2008.06.12 173,317

제 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3,317 0 0 0
사이외사 선임의 건 173,317 0 0 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73,317 0 0 0

국제엘렉트릭 2008.06.20 104,925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4,925 0 0 0
이사 선임의 건 104,925 0 0 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4,925 0 0 0

LS전선 2008.06.24 39,866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39,866 0 0 0
이사 선임의 건 39,866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39,866 0 0 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9,866 0 0 0

한국가스공사 2008.07.31 113,676

사장 선임의 건 113,676 0 0 0
이사 선임의 건 113,676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113,676 0 0 0
사장 경영계약(안) 승인의 건 11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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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6 103,017 210,014 1,490.53 1,000.00 펀드결산

2006.11.16 15,124 147,797 1,102.33 1,000.00 펀드결산

2007.11.16 103,000 219,320 1,4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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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