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81 신영고배당혼합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채권혼합형

- 운  용  기  간 : 2007.01.11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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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4년 10월 11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외환은행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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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77,886.57 부 채 총 액 5,060.85

순 자 산 총 액 72,825.73 기준가격(원)
전기말 1,020.81

당기말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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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9.44 39,844.53 4,159.38 5,872.12   8,101.12 77,886.57

비 율 25.56 51.16 5.34 7.54   10.40

※ 선납원천세:31.19 미수입금:4204.93 미수배당금:252.57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4.10)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CJ 1,851 193.96 177.88 -16.08 0.2
CJ1우 5,944 230.58 249.65 19.07 0.3
LG상사 13,389 289.00 314.64 25.64 0.4
제일모직 11,921 249.71 439.29 189.58 0.6
세아베스틸 13,187 189.80 223.52 33.72 0.3
대한전선 13,310 267.38 344.73 77.35 0.5
현대해상 42,661 387.86 560.99 173.14 0.8
한양증권 4,740 36.30 52.61 16.31 0.1
고려제강 6,750 107.27 195.75 88.48 0.3
케이씨씨 1,073 181.22 347.12 165.90 0.5
한독약품 9,112 109.08 149.44 40.35 0.2
금호산업1우 12,900 81.50 122.55 41.05 0.2
LG 6,460 203.31 193.80 -9.51 0.3
SK 5,049 282.93 448.35 165.42 0.6
현대자동차1우 8,222 311.91 290.24 -21.67 0.4
현대자동차3우 2,265 84.22 76.44 -7.78 0.1
POSCO 2,436 488.17 948.82 460.66 1.3
풍산 16,130 247.86 410.51 162.65 0.6
삼성전자 2,020 1,081.38 1,167.56 86.18 1.6
우리투자증권1우 28,950 298.07 343.06 44.99 0.5
LS전선 7,290 230.33 338.99 108.65 0.5
전북은행 26,928 149.56 247.74 98.17 0.3
삼성SDI 3,219 196.08 182.84 -13.25 0.3
한일건설 4,250 66.79 76.50 9.71 0.1
애경유화 2,478 34.75 49.06 14.32 0.1
태경화학 59,256 103.08 131.84 28.76 0.2
호텔신라 4,948 53.52 76.69 23.17 0.1
무림페이퍼 14,330 117.06 126.82 9.76 0.2
현대중공업 3,099 162.27 663.19 500.92 0.9
한국프랜지공업 470 5.03 6.02 0.98 0
화천기계 800 11.84 14.56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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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금호석유1우 14,177 110.08 221.87 111.79 0.3
LG석유화학 12,856 300.63 347.11 46.48 0.5
한솔케미칼 24,534 139.41 222.28 82.87 0.3
유니드 8,520 146.17 202.78 56.60 0.3
부산도시가스 9,748 155.74 212.02 56.28 0.3
예스코 7,768 128.88 227.21 98.34 0.3
한국전력공사 19,176 599.34 742.11 142.77 1
태경산업 30,700 76.23 77.36 1.13 0.1
환인제약 5,140 70.60 81.21 10.61 0.1
SK텔레콤 4,163 788.79 793.05 4.26 1.1
E1 5,659 153.18 333.88 180.70 0.5
SK가스 3,595 93.89 235.11 141.22 0.3
한라공조 20,040 187.84 213.43 25.58 0.3
와이지-원 18,576 50.09 63.16 13.07 0.1
롯데쇼핑 878 291.45 290.62 -0.83 0.4
WISCOM 49,023 174.64 197.56 22.92 0.3
기업은행 25,827 372.62 495.88 123.26 0.7
KT 18,890 786.36 771.66 -14.70 1
세종공업 8,598 36.99 52.45 15.46 0.1
KT&G 4,830 211.64 291.73 80.09 0.4
파라다이스 13,306 48.20 47.70 -0.49 0.1
G2R 39,230 602.08 513.91 -88.16 0.7
한국가스공사 22,262 741.24 802.55 61.31 1.1
성도이엔지 8,359 24.93 24.99 0.06 0
오로라월드 6,654 21.60 21.96 0.36 0
이루넷 17,288 49.11 47.20 -1.91 0.1
상신브레이크 17,420 32.21 31.01 -1.20 0
인탑스 10,561 270.00 280.92 10.93 0.4
코메론 42,490 134.69 149.14 14.45 0.2
LG화학1우 12,178 317.21 306.89 -10.32 0.4
국제엘렉트릭 6,412 42.10 52.58 10.48 0.1
신한지주 3,657 199.18 206.99 7.81 0.3
에스에프에이 8,340 227.32 303.16 75.84 0.4
포항강판 16,480 264.47 296.64 32.17 0.4
국민은행 2,961 224.76 261.16 36.40 0.4
LG전자1우 12,127 440.16 412.32 -27.84 0.6
듀오백코리아 6,118 71.02 71.58 0.56 0.1
유니퀘스트 2,829 18.93 21.78 2.85 0
GS(우선주) 16,288 222.25 364.04 141.78 0.5
동양이엔피 8,154 85.88 88.06 2.18 0.1
맥쿼리인프라 59,740 380.24 419.97 39.74 0.6
LG패션 6,677 143.39 141.22 -2.17 0.2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통안41-715-2-13 700.00 706.57 2005.04.13 2007.04.13 1
통안41-735-2-14 160.00 160.22 2005.09.14 2007.09.14 0.2
통안41-739-2-12 2,040.00 2,060.71 2005.10.12 2007.10.12 2.8
통안41-745-2-23 3,200.00 3,223.85 2005.11.23 2007.11.23 4.4
통안42-2-546-13 2,000.00 1,975.25 2006.01.13 2007.07.13 2.7
통안42-4-546-10 1,000.00 983.93 2006.02.10 2007.08.10 1.3
통안42-14-546-12 2,000.00 1,944.10 2006.05.12 2007.11.09 2.6
통안42-113-364-11 4,500.00 4,391.89 2006.10.11 2007.10.10 5.9
통안42-12-546-17 550.00 538.64 2006.03.17 2007.09.14 0.7
통안42-16-546-19 1,600.00 1,553.85 2006.05.19 2007.11.16 2.1
통안43-41-182-21 2,500.00 2,446.72 2007.03.21 2007.09.19 3.3
통안42-8-546-24 2,493.00 2,448.33 2006.02.24 2007.08.24 3.3
산금07신할0006-01 3,300.00 3,249.83 2007.01.31 2007.08.02 AAA 4.4
기업은행(신)0610할 2,200.00 2,146.49 2006.10.09 2007.10.09 AAA 2.9
기업은행(신)0601이 500.00 505.08 2006.01.26 2008.01.26 AAA 0.7
국민은행2607할인일 5,500.00 5,422.69 2006.07.24 2007.07.24 AAA 7.3
우리은행09-06이2갑 3,560.00 3,565.55 2005.06.08 2007.06.08 AA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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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SC제일은행06-02이 2,500.00 2,520.83 2006.02.06 2007.08.06 AAA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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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2005.06.14 50.00 3.52 2007.06.14 0.1
정기예금/우체국 2006.07.13 500.00 19.00 2007.07.13 0.7
정기예금/우체국 2006.10.09 1,300.00 32.44 2007.10.09 1.8
정기예금/우리은행 2007.02.05 460.00 7.76 2007.06.05 0.6
정기예금/국민은행 2007.02.23 300.00 3.73 2007.12.28 0.4
정기예금/신한은행 2007.01.15 315.00 3.73 2007.07.16 0.4
정기예금/우체국 2007.03.19 800.00 2.60 2008.03.19 1.1
콜론/농협중앙회 2007.04.10 64.31 0.01 2007.04.11 0.1
콜론/한국수출입은행 2007.04.10 2,000.00 0.25 2007.04.11 2.7
예금(4.04%) 2007.04.01 9.70 0.06 2007.04.30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기업어음/대한석탄공사 1,220.00 1,159.00 5.1100 2007.04.02 2008.04.02 1.6
증금어음 3,000.00 3,000.38 4.5700 2007.04.10 2007.04.11 4.1
* 비율은 전체자산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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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12 2,318.56 401,307 6,219.38 29.33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주식부문]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은 10.8%의 상승을 보였고 연초에 약세를 보이는  배당주의 특성으로 인해 펀드는 벤치마
크 지수를 다소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설정 이후 2년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27.4%이며 연률로는 10.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펀드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편
입비는 큰 변화 없이 27~28%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펀드의 전체 투자 종목은 현재 71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롯데쇼핑, 신한지주, LG, 삼성SDI 등이며, 매도하여 포트폴리오에서 제
외된 종목은 부산은행, 동양기전 등 입니다. 비중이 확대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대한전선 등이
며, 비중이 축소된 종목은 한국전력, 기업은행, LG석유화학, 삼성전자, KT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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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롯데쇼핑은 신세계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되며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업종 대표주를 싸게 산다는 생각으
로 매수하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엘지카드를 인수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가장 먼저 갖추었으며 이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들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LG는 주력 자회사들
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주회사로서 보유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
다. 삼성SDI는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중장기
적으로는 평판TV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지난 3개월간 펀드의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들은 POSCO, 현대중공업, SK, 기업은행,
에스에프에이 등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종목들은 KT, SK텔레콤, CJ, 한국전력, LG화학우선주 등이었
습니다. 보유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 세종공업, 에스에프에이, E1, SK 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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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유효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국내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으로
장기물 위주의 강세 모습을 보이며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일단은 안정세
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긴축 우려보다는 국내외 경제 펀더멘탈의 악화 우려로 인한 강세시도에 좀더 무
게가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기영역의 수급 불안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강세 지속으로
인한 가격 부담 및 주식시장의 호조로 일부 조정을 받고 있으나, 풍부한 대기 매수세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흐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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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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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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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7.7 -74.5   1,651.1 -1.2   1,409.5

당 기 4,022.1 -30.3   2,834.4 -22.9   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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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1.89 3.27 5.42 5.36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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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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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27%,국채 1년금리:54%,CD금리(91일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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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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216.9 7.0  

당  기 71.8 180.5 5.8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40 1.41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9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종희 38
신영증권 채권부(3년9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6개월)

00010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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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10개월)

01010120017

김영준 35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8개월)

00010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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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120030

김현희 29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2년5개월) 06010120029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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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0.01 0.30       
굿모닝신한증권 79.51 0.14 4.04    3.44 0.01 0.08
한국투자증권 70.46 0.07 3.58       
대신증권    118.18 0.13 5.06 40.89 0.08 0.97
대우증권 81.51 0.08 4.14    17.65 0.02 0.42
신영증권 196.99 0.39 10.01 990.58 1.06 42.45 402.13 0.56 9.49
한양증권 285.75 0.47 14.52 108.42 0.11 4.65 264.68 0.26 6.25
메리츠증권       595.41 0.30 14.06
우리투자증권 60.04 0.12 3.05       
부국증권    130.36 0.07 5.59    
현대증권 452.96 0.82 23.01    219.77 0.22 5.19
한화증권 14.83 0.03 0.75 47.98 0.05 2.06    
유화증권    1.11 0.00 0.05 37.81 0.04 0.89
동양종합금융증권 53.73 0.09 2.73       
SK증권 63.06 0.13 3.20       
NH투자증권    374.67 0.45 16.06    
브릿지증권 76.67 0.15 3.89       
삼성증권    189.92 0.38 8.14 600.31 0.60 14.17
동부증권       155.43 0.20 3.67
한누리투자증권    44.08 0.09 1.89 152.69 0.31 3.60
맥쿼리증권서울지점 59.71 0.15 3.03    23.96 0.05 0.57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157.22 0.39 7.99       
골드만삭스증권 58.26 0.15 2.96 169.67 0.42 7.27    
CJ투자증권       221.03 0.23 5.22
리딩투자증권       15.94 0.02 0.38
노무라증권 178.57 0.24 9.07 11.18 0.02 0.48 214.21 0.21 5.06
푸르덴셜투자증권 73.31 0.09 3.72 16.16 0.03 0.69 15.34 0.02 0.36
대한투자증권    65.15 0.07 2.79 1,145.74 1.15 27.05
다이와증권       61.64 0.15 1.46
코리아RB증권중개       37.23 0.04 0.88
흥국증권    66.06 0.13 2.83 10.54 0.02 0.25

합  계 1,968.55 3.54 100.00 2,333.55 3.00 100.00 4,235.85 4.47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3,113.77 33.10       
한화증권    2,018.01 39.04    
NH투자증권 130.27  1.38    3,605.22  14.54
푸르덴셜투자증권 6,162.21  65.51 3,151.17  60.96 14,336.06  57.82
KIDB채권중개       6,853.80 27.64

합  계 9,406.25  100.00 5,169.18  100.00 24,795.08  100.00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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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86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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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41
정관일부 변경의 건 42,341    
이사 선임의 건 42,341    

케이씨씨 2007.02.23 1,288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88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88    
이사선임의 건 1,288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88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288    

POSCO 2007.02.23 3,593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593    
정관일부 변경의 건 3,593    
이사 선임의 건 3,59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593    

CJ 2007.02.28 2,223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23    
이사 선임의 건 2,223    
감사 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2,223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2,223    

제일모직 2007.02.28 15,051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05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5,051    
이사 선임의 건 15,051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05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5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51    

삼성전자 2007.02.28 2,624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24    
사외이사 선임의 건 2,624    
사내이사 선임의 건 2,62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2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624    

호텔신라 2007.02.28 5,918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918    
이사 선임의 건 5,918    
감사 선임의 건 5,918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918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918    

WISCOM 2007.03.02 54,163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4,163    
이사 선임의 건 54,163    
감사 선임의 건 54,16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16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163    

포항강판 2007.03.05 21,960

제19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21,960    
제19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21,960    
이사 선임의 건 21,9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1,96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1,960    

LG상사 2007.03.07 10,619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619    
정관일부 변경의 건 10,619    
이사 선임의 건 10,619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0,619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0,619    

SK 2007.03.09 6,065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065    
이사 선임의 건 6,06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6,065    

LG석유화학 2007.03.09 27,600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7,600    
이사선임의 건 27,6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7,600    

SK텔레콤 2007.03.09 4,998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99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998    
사내이사 선임의 건 4,998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998    
이사 선임의 건 4,998    

KT&G 2007.03.14 6,105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05    
사장 선임의 건 6,105    
사외이사 선임의 건 6,105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6,10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105    
상임이사 퇴직금지금규정변경의건 6,105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건 6,105    

대한전선 2007.03.15 9,23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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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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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2007.03.15 9,230

정관일부 변경의 건 9,230    
이사 선임의 건 9,230    
사외이사 선임의 건 9,230    
감사 선임의 건 9,23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23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230    

무림페이퍼 2007.03.15 14,340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340    
이사 선임의 건 14,34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4,34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4,340    

세아베스틸 2007.03.16 15,507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507    
이사 선임의 건 15,507    
감사 선임의 건 15,50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50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507    

고려제강 2007.03.16 7,530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53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7,530    
이사 선임의 건 7,53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53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530    

한국제지 2007.03.16 1,310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1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310    
이사 선임의 건 1,31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1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1,310    

풍산 2007.03.16 19,35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350    
이사 선임의 건 19,35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35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350    

LS전선 2007.03.16 9,63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630    
이사선임의 건 9,6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630    

한일건설 2007.03.16 5,00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000    
이사 선임의 건 5,00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00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000    

현대중공업 2007.03.16 4,134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13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34    
이사 선임의건 4,13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3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34    

화천기계 2007.03.16 2,330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30    
이사 선임의 건 2,330    
감사 선임의 건 2,3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33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330    

동양기전 2007.03.16 39,989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9,989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9,989    
이사 선임의 건 39,989    
감사 선임의 건 39,98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9,98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9,989    

예스코 2007.03.16 9,128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128    
이사 선임의 건 9,128    
감시위원 선임의 건 9,12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128    

환인제약 2007.03.16 5,960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960    
이사 선임의 건 5,960    
감사 선임의 건 5,96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96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960    

E1 2007.03.16 6,460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460    
이사 선임의 건 6,460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6,460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6,460    

SK가스 2007.03.16 4,318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31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318    
이사 선임의 건 4,31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1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18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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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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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2007.03.16 22,680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680    
정관일부 변경의 건 22,68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 22,680    
이사선임의 건 22,68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680    

파라다이스 2007.03.16 15,187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187    
이사 선임의 건 15,187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15,187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15,187    

부산은행 2007.03.20 13,276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276    
이사 선임의 건 13,27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27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3,276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결의 승인건 13,276    

한라공조 2007.03.20 24,050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050    
정관일부변경의 건 24,050    
이사선임건(데이비드엠로덴)  24,050   
이사선임의 건 24,050    
감사선임의 건 24,05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5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50    

기업은행 2007.03.22 48,616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8,616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48,616    
정관일부 변경의 건 48,616    

애경유화 2007.03.23 3,648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4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64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648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3,648    

한국프랜지공업 2007.03.23 890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90    
이사 선임의 건 89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9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90    

한솔케미칼 2007.03.23 28,574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574    
이사 선임의 건 28,574    
감사 선임의 건 28,57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8,574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8,574    

유니드 2007.03.23 10,020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020    
감사 선임의 건 10,02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2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20    

태경산업 2007.03.23 36,860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860    
이사 선임의 건  36,86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6,86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6,86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6,860    

다우기술 2007.03.23 33,229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229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신성균)  33,229   
이사 선임의 건 33,229    
감사 선임의 건 33,22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22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229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33,229    

세종공업 2007.03.23 11,758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75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758    
이사 선임의 건 11,758    
감사 선임의 건 11,75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75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758    

G2R 2007.03.23 32,240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2,240    
이사 선임의 건 32,24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24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240    
집행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32,240    

에스에프에이 2007.03.23 12,500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5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5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0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00    

국민은행 2007.03.23 3,950

200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3,950    
이사 선임의 건 3,950    
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3,95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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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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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3,950    

듀오백코리아 2007.03.23 7,203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203    
이사 선임의 건 7,203    
상근감사 선임의 건 7,20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20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203    

맥쿼리인프라 2007.03.23 66,440 감독이사 선임 66,440    

LG패션 2007.03.23 7,997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99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997    

한국전력공사 2007.03.26 32,958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2,958    
사장 선출의 건 32,958    

한국가스공사 2007.03.26 18,432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으 건 18,43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8,432    
이사 선임의 건 18,43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8,43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8,432    
2007년도 경영목표 승인의 건 18,432    

동양이엔피 2007.03.26 13,611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611    
이사 선임의 건 13,611    
감사 선임의 건 13,61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61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6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3,611    

한독약품 2007.03.29 10,402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402    
정관 일부 변겨의 건 10,402    
이사 선임의 건 10,40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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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