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산 운 용 보 고 서

Ⅰ. 기본정보

1. 개요
  가. 투자신탁의 명칭 : 프라임배당혼합 투자신탁

  나. 분           류 : 주식혼합형

  다. 운  용   기  간 : 3 개월 ( 2007.05.16 ~ 2007.08.15 )

  라. 작     성    자 : 신영투자신탁운용(주)

간접투자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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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좌/주)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19,020,890,886 19,210,115,276 0.99

부  채  총  액 (B) 1,817,573,635 101,464,527 -94.42

순자산총액 (C=A-B) 17,203,317,251 19,108,650,749 11.08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15,249,255,327 15,018,285,083 -1.51

기준가격 (E=C/DX1000) 1,128.14 1,272.36 12.78

2. 운용성과
  가. 기간수익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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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신 탁 -2.75 12.95 23.07 27.24 36.13

비 교 지 수 -3.77 8.36 14.83 16.92 23.26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54%,국채 1년금리:36%,CD금리(91일물):10%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36.13 44.02 0.00 0.00

비 교 지 수 23.26 34.17 0.00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54%,국채 1년금리:36%,CD금리(91일물):10%

3.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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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5 6,055 1,100 0 0 0 0 0 0 1,174 6 19,210

(56.61) (31.52) (5.73) (0.00) (0.00) (0.00) (0.00) (0.00) (0.00) (6.11) (0.03) (100.00)

Ⅱ. 상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4.11.16 신탁기간종료일

자산운용사 신영투자신탁운용 수탁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사

판매사 국민은행

투자신탁의 특징
배당수익율이 높은 종목과 가치우량주를 중심으로 자산의 최고 60%까지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금리이상의 수익율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주식혼합형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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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삼성전자 1,029 630 5.79
한국전력공사 12,810 541 4.98
POSCO 882 447 4.11
SK텔레콤 2,190 438 4.03
KT 9,662 407 3.74
한국가스공사 6,335 342 3.15
일신방직 3,280 252 2.31
현대해상 12,978 237 2.18
LS전선 2,638 224 2.06
LG석유화학 5,420 212 1.95
국민은행 2,754 208 1.92
G2R 13,964 200 1.84
제일모직 4,025 200 1.84
전북은행 18,638 191 1.76
LG전자1우 4,273 185 1.71
한양증권 7,888 171 1.57
현대자동차1우 4,359 169 1.56
호텔신라 7,008 159 1.46
한국기업평가 4,361 157 1.44
CJ1우 3,010 155 1.42
제일기획 589 152 1.40
현대자동차3우 4,031 150 1.38
LG화학1우 3,405 148 1.36
KT&G 2,168 146 1.34
E1 1,094 143 1.32
하나금융지주 2,980 138 1.27
케이씨씨 335 136 1.25
신영증권 2,132 134 1.23
LG상사 4,156 133 1.23
GS(우선주) 4,351 132 1.22
삼성물산 2,224 132 1.21
한국공항 1,986 130 1.20
대한전선 2,890 125 1.15
삼성SDI1우 3,155 121 1.11
유니드 3,220 118 1.09
고려제강 2,710 116 1.07
풍산 4,548 116 1.07
위닉스 16,011 115 1.06
신도리코 1,825 113 1.04
맥쿼리인프라 15,440 111 1.02
한독약품 4,510 110 1.01
인천도시가스 2,971 108 0.99
이건창호 15,053 106 0.97
현대중공업 328 105 0.96
SBS 1,737 104 0.96
태경산업 23,077 104 0.95
한세실업 14,460 103 0.94
한국제지 1,970 101 0.93
LG패션 3,313 100 0.92
포스렉 2,680 93 0.86
삼영이엔씨 15,485 87 0.80
세아베스틸 3,807 84 0.78
삼성카드 1,343 78 0.72
화천기계 3,458 77 0.71
세원정공 1,155 76 0.69
에머슨퍼시픽 5,811 74 0.68
대교1우 1,408 71 0.65
현대시멘트 1,264 70 0.64
삼성전기1우 2,689 69 0.63
세종공업 8,652 68 0.63
경동도시가스 868 68 0.62
나라엠앤디 22,113 65 0.60
유화증권 2,632 61 0.56
현대자동차2우 1,535 58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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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파라다이스 12,576 57 0.52
듀오백코리아 4,544 56 0.51
동아타이어 6,452 55 0.51
삼정펄프 1,030 53 0.48
에스에이엠티 8,331 52 0.48
디씨엠 6,306 51 0.47
WISCOM 11,409 51 0.47
에스제이엠 7,495 47 0.43
피제이전자 1,263 47 0.43
대진공업 5,850 41 0.38
애경유화 1,081 39 0.36
한국프랜지공업 2,351 39 0.35
오로라월드 8,211 34 0.32
백광소재 1,659 34 0.31
포항강판 1,171 28 0.26
상신브레이크 7,816 19 0.17

합    계 436,618 10,875 100.03
* 주식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 채 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기업은행(신)0705할 3,000 2,878 2007.05.29 2008.05.29 AAA 47.54
통안41-749-2-14 1,000 1,008 2005.12.14 2007.12.14 16.65
통안41-751-2-21 800 805 2005.12.21 2007.12.21 13.30
산금06-0613-1 500 502 2006.06.13 2008.06.13 AAA 8.30
통안42-14-546-12 300 296 2006.05.12 2007.11.09 4.90
하나은행07-07할12 300 285 2007.07.27 2008.07.27 AAA 4.71
통안42-12-546-17 250 249 2006.03.17 2007.09.14 4.11
통안41-739-2-12 30 30 2005.10.12 2007.10.12 0.50

합    계 6,180 6,055 100.01
* 채권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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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단위:백만원)

종류
소 재 지

취득가격 평가금액 보증금 임대수입 비 고
등기번호 취득일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자금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종류 대여(차입)기관 계약일자 대여(차입)금액 대여(차입)금리 만기(상환)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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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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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류 금융기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정기예금 우체국 2006.10.09 1,042 2007.10.09
정기예금 우체국 2007.08.01 100 2008.08.01
콜론 증권금융 2007.08.14 32 2007.08.16
예금 2007.08.01 0 2007.08.31
예금 2007.08.10 0 2007.08.31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가금액 비    고
미수배당금 6
선납원천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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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64,007 1,585 122,945 3,062 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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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전)임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주식부문

운용성과

   동펀드는 지난 3개월간 12.95%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비교지수는 8.36% 상승하여 당펀드
는 4%p이상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초과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
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식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가치주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당펀드의 운용수익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당주펀드의 특성상 아주 보수적인 견지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고
객님들이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꾸준한
수익률의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최근에 보기 어려운 아주 강한상승세를 보이면서 KOSPI가 2000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미국
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채권문제가 확산되면서 글로벌유동성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가능성과 국내외긴축우려
감. 엔화대출국제투자자금의 일본 환류가능성 및 이로인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등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급
락의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불안한 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펀드의 운용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장세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운용철학과 원칙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펀드를 운용할  것입니다. 

  동펀드가 주로투자하고 있는 고배당관련 가치주군들도 예년과는 다르게 연초이후에도 여전히 대체적으로 강세
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수의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경기선행지표는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수차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시중의 유동성자금도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에 있어서의 자산투자는 부동산이 대세였던 시기이고 주식은 일부 투기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지만
최근들어서는 부동산 투자개념의 장기투자자들이 자생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시황과 무관하게 우량주
중심의 장기상승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향후 가계의 금융자산비중도 전후 세대인 40대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7%수준에서 배이
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환경속에서 배당수익율이 높은 저평가 가치주중심으
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펀드로서는 아주 운용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장세도 수출관
련 대형주중심의 지수상승국면이라기 보다는 종목별로 저평가가치주중심의 주가 재평가작업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수준이 과거와 같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
었습니다만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주식가격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매수입장에서는 좀더
여유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가격조건을 얻은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미국의 부실담보대출문
제는 결국은 해결될 수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다시 경기가 주식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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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현재 펀드에는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95%의 주식편입비율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매수시에는 일차 상승폭이 큰 종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종목별로 판단하
여 추가매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올해들어서는 지속적으로 편입비율은 이수준에서 유지하고 있
는데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기간중에 보유종목중 수급으로 인하여 하락하고 있
는 종목중 배당수익률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중심으로는 보유비중을 늘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은 매도보다는 매수위주의 운용전략을 구사하였으며 특히 이기간중에는  보유종목중에서 상대적
으로 하락폭이 커서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에머슨퍼시픽,에스에이엠티, 한국전력공사, G2R, KT,SK텔레콤, 현대차
2우, LG전자우선주, 맥쿼리인프라, 한국공항, 제일모직, 대진공업, 파라다이스, 오로라월드, 태경산업, 대덕GDS
등을 추가매수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강세장에서 별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우선주들을 중
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유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신규편입종목으로는 SJM을  매수하였습니다. SJM은 자동차용 Flexible Coupling 및 산업용 Expansion Joint
생산전문업체로서 특히 자동차용의 경우 국내시장점유율 72%, 세계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어 단가인하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LNG선용 벨로우즈부문의 성장성이 높아 향후에
도 높은 매출과 이익성장율이 기대됩니다. 배당수익률은 이익호전에 따라 전년 2.5%수준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향후운용계획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짧은 폭의 조정은 있었지만 강한 상승추세를 보여주었고 현재는 국제유동성 감소우려
등으로 급락을 하는 등 하반기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외
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찾을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과정에서 기업의 본질가치에 관계없
이 수급의 영향으로 인하여 옥석의 구분 없이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투자대상종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장세에서 좀더 나은 수익획득을 위하여
철저하게 저평가 종목중심으로 앞서가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유가상승, 원하절상 등 외부여건이 좋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이 미국일변도에서 중국 및 아시아권으로 시장이 다변화된 영향으로 내수, 외수가 다 호조
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GDP상승율도 당초예상보다 높은 4.7%정도 기대되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도 가시
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남북관계도 과거보다는 현저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은 그동안의 상
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 펀드는 투자환경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던 것처럼 일관된 원칙과 기
준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주가상승폭이 커서 8월들어 조정받기는 하였지만 현재 평균적인 배당수
익률이 2.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평균 1.6%보다는 높지만 예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
만 시장의 현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계속 높여갈 계획입니다. 

   보유종목중 목표가 근처에 도달한 종목중심으로는 분할매도를 하고 보유종목중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유틸리티 , IT, 운수장비 관련 업종, 우선주군을 중심으로 매수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군들은
현저히 저평가 되어 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당 펀드의 특성상 주가움직임이 없을 때 매수를 해야 낮은가격에 많은 수량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
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편입비율은 96%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상대적 저평가종목군으로 교체매매를 지속하겠습니다.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수익률누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저평가된 주식에 일관성있는 투자를 지속하
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당 펀드가 목표로 하였던 수익율보다 과도하게 투자수익이 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 쉽게 추정할 수 없지만 향후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당펀
드의 특성상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운용전략이 중수익과 저위험을 추구하는 당 펀
드의 운용목표를 이해해 주시고  펀드의 운용목적과 절차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
익은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균형감각을 갖고 여유있게 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
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자

증권
기타

당기손익 7,764 -13 0 0 -0 704 8,456

전기손익 5,593 -11 0 0 -0 597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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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24 0 25 0
판매회사 보수 57 0.31 59 0.32
수탁회사 보수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83 0.45 85 0.46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0.97 0.96

매매수수료비율 0.06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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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 현황

(단위:억원,개)

성  명 연령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운용중인 
다른 간접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허남권 45 본부장 10 9,896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1년1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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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CSFB증권
17 0 0.25 0 0 0.00 0 0 0.00

(0.83) (2.08) (0.00) (0.00) (0.00) (0.00)

NH투자증권
14 0 0.08 10 0 0.10 11 0 0.10

(0.70) (0.58) (0.68) (0.70) (0.93) (1.07)

골드만삭스증권
23 0 0.25 0 0 0.00 0 0 0.00

(1.16) (2.90) (0.00) (0.00) (0.00) (0.00)

교보증권
25 0 0.15 7 0 0.10 0 0 0.00

(1.26) (1.93) (0.47) (0.50) (0.00) (0.00)

굿모닝신한증권
186 0 0.10 12 0 0.10 3 0 0.05

(9.27) (9.24) (0.86) (0.91) (0.28) (0.16)

노무라증권
0 0 0.00 0 0 0.00 411 0 0.10

(0.00) (0.00) (0.00) (0.00) (34.36) (39.58)

다이와증권
3 0 0.25 0 0 0.00 0 0 0.00

(0.16) (0.40) (0.00) (0.00) (0.00) (0.00)

대신증권
11 0 0.10 5 0 0.10 22 0 0.06

(0.55) (0.55) (0.36) (0.38) (1.80) (1.21)

대우증권
269 0 0.09 99 0 0.10 52 0 0.10

(13.42) (12.63) (6.86) (7.20) (4.32) (4.98)

동부증권
51 0 0.10 10 0 0.10 0 0 0.00

(2.52) (2.52) (0.70) (0.75) (0.00) (0.00)

동양종합금융증권
1 0 0.05 0 0 0.00 0 0 0.00

(0.04) (0.02) (0.00) (0.00) (0.00) (0.00)

리딩투자증권
0 0 0.00 11 0 0.10 0 0 0.00

(0.00) (0.00) (0.73) (0.78) (0.00) (0.00)

맥쿼리증권서울지점
0 0 0.00 0 0 0.00 6 0 0.20

(0.00) (0.00) (0.00) (0.00) (0.47) (1.09)

메리츠증권
55 0 0.06 35 0 0.10 2 0 0.05

(2.74) (1.56) (2.39) (2.53) (0.17) (0.10)

미래에셋증권
0 0 0.00 0 0 0.00 2 0 0.05

(0.00) (0.00) (0.00) (0.00) (0.20) (0.11)

부국증권
4 0 0.10 0 0 0.00 17 0 0.05

(0.19) (0.19) (0.00) (0.00) (1.4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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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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브릿지증권
186 0 0.10 27 0 0.10 47 0 0.05

(9.28) (9.28) (1.88) (2.00) (3.97) (2.33)

삼성증권
18 0 0.10 7 0 0.10 3 0 0.10

(0.88) (0.88) (0.50) (0.53) (0.27) (0.31)

신영증권
419 0 0.10 691 1 0.09 271 0 0.08

(20.87) (21.17) (47.83) (46.56) (22.68) (22.12)

신흥증권
0 0 0.00 18 0 0.10 11 0 0.09

(0.00) (0.00) (1.23) (1.30) (0.89) (0.89)

우리투자증권
0 0 0.00 0 0 0.00 17 0 0.09

(0.00) (0.00) (0.00) (0.00) (1.43) (1.42)

유화증권
0 0 0.00 287 0 0.10 1 0 0.10

(0.00) (0.00) (19.84) (20.86) (0.07) (0.08)

이트레이드증권
0 0 0.00 13 0 0.03 0 0 0.00

(0.00) (0.00) (0.92) (0.29) (0.00) (0.00)

코리아RB증권중개
208 0 0.10 25 0 0.09 50 0 0.05

(10.38) (10.37) (1.76) (1.71) (4.15) (2.55)

키움닷컴증권
137 0 0.08 10 0 0.10 1 0 0.08

(6.86) (5.59) (0.70) (0.74) (0.12) (0.12)

푸르덴셜투자증권
19 0 0.10 43 0 0.07 4 0 0.10

(0.94) (0.94) (2.98) (2.22) (0.37) (0.43)

하나대한투자증권
199 0 0.10 73 0 0.10 10 0 0.05

(9.92) (9.92) (5.06) (5.36) (0.84) (0.52)

한국투자증권
2 0 0.05 54 0 0.10 208 0 0.09

(0.12) (0.06) (3.76) (3.99) (17.36) (17.88)

한누리투자증권
14 0 0.11 2 0 0.20 0 0 0.00

(0.70) (0.75) (0.15) (0.33) (0.00) (0.00)

한화증권
88 0 0.09 0 0 0.00 0 0 0.00

(4.38) (3.83) (0.00) (0.00) (0.00) (0.00)

현대증권
34 0 0.09 0 0 0.00 47 0 0.05

(1.70) (1.48) (0.00) (0.00) (3.90) (2.25)

흥국증권
23 0 0.10 5 0 0.10 0 0 0.00

(1.13) (1.13) (0.32) (0.34) (0.00) (0.00)

합  계 2,006 2 1,446 1 1,196 1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KIDB채권중개 2,652 0 0.00 0 0 0.00 478 0 0.00
(39.95) (0.00) (0.00) (0.00) (37.79) (0.00)

푸르덴셜투자증권 3,987 0 0.00 0 0 0.00 786 0 0.00
(60.05) (0.00) (0.00) (0.00) (62.21) (0.00)

합  계 6,639 0 0 0 1,264 0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장내파생상품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235
신영증권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137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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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단위:백만원)

회사명
주주
총회일

보유
주식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한

경우 그 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한양증권

2007.05.25

12,798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798 0 0 0
이사선임의 건 12,798 0 0 0
감사 선임의 건 12,798 0 0 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2,798 0 0 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2,798 0 0 0

유화증권 5,573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573 0 0 0
이사선임의 건 5,573 0 0 0
감사선임의 건 5,573 0 0 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573 0 0 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573 0 0 0

현대해상 2007.06.14 17,008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008 0 0 0
사내이사 선임의 건 17,008 0 0 0
사외이사인감사위원 선임의 건 17,008 0 0 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7,008 0 0 0

한세실업 2007.07.18 22,360 이사선임의 건 22,360 0 0 0

9. 분배금 지급내역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지급
금액(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좌수 기준)

기준가격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05.11.16 10,752 34,103 1,315.28 1,000.00 펀드결산
2006.11.16 1,153 24,795 1,046.52 1,000.00 펀드결산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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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
품은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상품 보험기관의 보험대상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고 투자원금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
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수익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
다. 이 운용보고서로 상품의 판매나 권유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혹은 판매나 권유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 혹
은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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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