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7491 신영마라톤주식 투자신탁 A1호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03.09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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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5년 12월 09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한국증권

한불종합금융

수 탁 회 사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함.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원)

자 산 총 액 20,812,241,104 부 채 총 액 767,685,001

순 자 산 총 액 20,044,556,103 기준가격(원)
전기말 970.84

당기말 892.86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금 액 18,980.54  665.47 1,161.82   4.41 20,812.24

비 율 91.2  3.2 5.58   0.02

※ 미수입금:647.31 미수배당금:21.96 미지급금:-664.85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6.08)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화재 2,457 312.46 318.18 5.72 1.6
CJ 3,204 339.04 334.82 -4.22 1.7
LG상사 16,160 330.20 344.21 14.01 1.7
세아베스틸 18,870 333.75 298.15 -35.60 1.5
대한전선 17,530 370.04 295.38 -74.66 1.5
롯데삼강 2,172 415.13 330.14 -84.98 1.6
케이씨씨 1,761 364.53 365.41 0.88 1.8
한독약품 21,430 308.60 273.23 -35.37 1.4
선창산업 17,902 449.04 375.05 -74.00 1.9
일신방직 5,210 241.97 191.21 -50.76 1
태광산업 569 323.06 279.38 -43.68 1.4
하나증권 16,340 245.70 193.63 -52.07 1
LG 18,710 623.19 520.14 -103.05 2.6
SK 5,450 293.25 336.81 43.56 1.7
포스렉 16,765 310.82 274.95 -35.87 1.4
보령제약 5,443 237.76 179.62 -58.14 0.9
현대제철 14,000 475.42 421.40 -54.02 2.1
대덕GDS 31,000 327.15 254.20 -72.95 1.3
현대자동차 2,692 202.30 201.90 -0.40 1
POSCO 2,131 429.76 481.61 51.85 2.4
삼영전자 28,050 266.20 205.33 -60.88 1
풍산 21,390 327.09 365.77 38.68 1.8
삼성전자 1,307 820.84 751.53 -69.32 3.7
삼성SDI1우 5,130 318.30 223.67 -94.63 1.1
태영 4,200 278.12 252.84 -25.28 1.3
현대중공업 7,090 549.31 687.73 138.42 3.4
한국프랜지공업 18,540 293.18 206.72 -86.45 1
고려아연 3,000 205.83 209.70 3.87 1
현대산업개발 11,200 545.63 473.76 -71.87 2.4
LG석유화학 24,340 540.71 411.35 -129.37 2
한국전력공사 26,600 1,019.54 973.56 -45.98 4.8
SK텔레콤 4,621 888.80 979.65 90.85 4.9
SK가스 8,380 323.73 295.81 -27.91 1.5
한라공조 34,080 393.40 316.26 -77.13 1.6
웅진코웨이 15,000 319.20 291.00 -28.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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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기업은행 22,710 386.13 327.02 -59.11 1.6
신도리코 6,260 340.44 266.05 -74.39 1.3
제일기획 1,380 306.36 253.92 -52.44 1.3
TJ미디어 46,279 307.46 286.00 -21.46 1.4
세종공업 69,822 420.03 280.68 -139.35 1.4
파라다이스 55,770 299.27 197.15 -102.12 1
G2R 17,570 318.88 254.77 -64.11 1.3
NHN 3,100 883.56 864.90 -18.66 4.3
한국가스공사 10,430 353.66 331.67 -21.99 1.7
성도이엔지 50,000 165.22 151.00 -14.22 0.8
이루넷 103,654 333.24 250.32 -82.92 1.2
위닉스 124,393 410.11 292.32 -117.78 1.5
동원에프엔비 1,620 100.61 86.67 -13.94 0.4
LG화학1우 11,474 384.33 264.48 -119.86 1.3
LG전자1우 5,640 313.99 208.68 -105.31 1
디엠에스 39,000 453.69 390.00 -63.69 1.9
금호타이어 19,710 328.35 274.95 -53.39 1.4
GS 18,800 463.77 516.06 52.29 2.6
와토스코리아 18,312 182.29 119.76 -62.53 0.6
리바트 39,135 444.41 450.05 5.64 2.2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예금(3.58%) 2006.06.01 1,161.82 1,162.43 2006.06.30 5.8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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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722 6,794.03 666,236 12,258.80 2.72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 경과 

 동 펀드는 지난 3개월간 -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 펀드의 벤치마크대비 1.9%정도 못 미치는
수익률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어 절대적으로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무척 죄송스럽
게 생각하며 조기에 수익률 회복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0p와 1300p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기간조정 양상을 보이던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
션에 따른 금리인상 지속 우려감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1200p대로 한단계 추가적으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중소
형 개별주들이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및 기관 로스컷 영향으로 대형주보다 상대수익률이 더 저조한 상황이며 동
펀드의 성과도 중소형 가치주로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들의 급락 영향이 작용하였습니다. 대형주 지수의 연초대
비 수익률은 -10.75%인 반면 중형주, 소형주 지수는 각각 -17.91%, -17.81%이며 이는 지난해 중소형주들의 수익
률이 대형주대비 월등히 좋았던 것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펀드는 동사의 가치투자형 주식펀드의 운용절차에 의해 코스닥, 거래소, 시가총액을 망라하여 철저한 기업가
치평가를 통해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사 성장형 펀드보다 개별주들의 비중이 높은게 특
징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불안 장세를 염두에 두고 대형주들의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를 일부 교체했으며 이
에 따라 개별주들을 일부 정리하고 NHN,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국전력, 현대산업개발 등의 비중을 높였습니
다. 현재 보유종목은 55종목으로 종목수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  운용 전략

 최근 시장이 한달여만에 14%가 하락하면서 가격조정이 어느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전망됩니다. 외
국인들의 매도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지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으나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실적악화에
대한 악재는 대부분 소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의 보수적 투자기조를 서서히 낙관적으로 선회하고 보유종목
중 낙폭과대 우량주들의 비중을 추가하락시마다 높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저평가 주식들의 재평가작업으로 가치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있던 가운데
최근 취약해진 시장심리 및 수급에 따른 주가하락은 장기 가치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식포트폴리오 구성은 환율, 유가 및 원자재가격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신,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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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설주 등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외변수 불안에도 불구하고 업황호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주, 자동차 등에 대한 저가매수 기회도 지속적으로 탐색할 계획입니다. 

 최근처럼 수급 및 취약한 투자심리에 따라 출렁거리는 불안한 시장양상은 길게 볼 때 장기투자자들에게 사고
싶었던 주식을 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심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펀드의 편입비율 또한 최고 편입비율을 유지할 계
획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1,405.8    -60.3    523.2

당 기 -2,238.3    -601.5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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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14.44 -8.03 -10.71 -10.71

12. 8 12.19  1. 3  1.17  2. 1  2.15  3. 2  3.16  3.30  4.13  4.27  5.15  5.29

1,102

1,082

1,062

1,042

1,022

1,002

982

962

942

922

902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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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67.0 1.8  

당  기 41.8 68.7 1.9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81 1.81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9년11개월)
2002년 매경/제로인선정 안정형펀드 펀드대상 수상
2004년 중앙/제로인선정 주식형펀드 베스트펀드 수상
2005년 머니투데이/한국펀드평가선정 주식형 베스트펀드 수상
2005년 매경/제로인선정 주식형펀드 펀드대상 수상

99010120004

지영걸 42
동양증권 주식조사역(11년)
신영투신 투자전략(4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

04010120027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1개월) 00010120009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3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3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2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

01010120019

이철진 31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상품개발(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개월)

05010120028

박인희 31
MegaM&A Capital(1년)
KB자산운용(주)(5년9개월)

06010120030

8.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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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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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석유화학 2006.03.09 25,390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5,390

 

  
이사 선임의 건 25,390   
감사위원 선임의 건 25,390   
이사 보수한동 승인의 건 25,390   

SK텔레콤 2006.03.10 3,625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2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62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625   
이사 선임의 건 3,625   

신도리코 2006.03.10 6,570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570   
이사 선임의 건 6,57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57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570   

KT 2006.03.10 16,300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30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6,30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6,300   
이사 선임의 건 16,3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300   

한국타이어 2006.03.17 21,86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86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860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건 21,86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1,860   

세아베스틸 2006.03.17 19,610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61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6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610   

한독약품 2006.03.17 23,400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40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400   
이사 선임의 건 23,4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400   

대덕GDS 2006.03.17 33,770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770   
이사선임의 건 33,77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3,77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3,770   

풍산 2006.03.17 22,93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930   
이사 선임의 건 22,930   
감사 선임의 건 22,9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93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930   

태영 2006.03.17 4,900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9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4,900   
이사 선임의 건 4,900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90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900   

현대중공업 2006.03.17 4,250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25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250   
이사 선임의 건 4,250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25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250   

한국전력공사 2006.03.17 18,790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790   

파라다이스 2006.03.17 61,740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740   
이사 선임의 건 61,74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74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1,740   
정관 일부 개정의 건 61,740   

이루넷 2006.03.17 72,335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2,33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2,335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72,335   

금호타이어 2006.03.17 20,990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990   
이사 선임의 건 20,99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990   

리바트 2006.03.17 24,800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8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4,8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24,800   
이사선임의 건 24,800   
감사선임의 건 24,800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4,80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4,800   

LG상사 2006.03.20 17,070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07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7,07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070   

한국프랜지공업 2006.03.24 19,260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2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26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260   

SK가스 2006.03.24 8,800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8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8,800   
이사선임의 건 8,800   
감사 선임의 건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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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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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스 2006.03.24 8,8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80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800   

기업은행 2006.03.24 21,310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310   
정관일부 변경의 건 21,31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1,31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1,310   

세종공업 2006.03.24 49,130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9,130   
이사 선임의 건 49,13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9,13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9,130   

위닉스 2006.03.28 92,210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2,210   
이사 선임의 건 92,210   
감사 선임의 건 92,21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2,21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2,210   

하나증권 2006.05.26 18,720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72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8,720   
이사 선임의 건 18,720   
감사 선임의 건 18,72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72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720   

삼성화재 2006.05.30 3,188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88   
정관일부 변경의 건 3,188   
이사 선임의 건 3,188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88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18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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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