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플러스안정형2호증권 투자회사  펀드코드 :

채권혼합

2006.09.25-2006.12.24

1. 투자회사의 개요

2.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원 )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 단위 : 백만원, % )

기타
장내파
생상품

장외파  생상
품

금액 0 1,854 0 0 0 0 0 3,232

비율 0.00% 9.10% 0.00% 0.00% 0.00% 0.00% 0.00% 15.86%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식 ( 단위 : 주, 백만원, % )

자 산  총 액 20,374 부 채  총 액 3,109

2005-04-132005-03-25 등  록  일 다음결산일 2007-03-24

주식 중 안정성이 높은 공모주 및 배당주에 15%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 채권 및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여 실세금리 이상
의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설  립  일

자 산 운 용 보 고 서

◈  투자회사명  : 

◈  종류(형태)  : 

◈  운용  기간  : 

0502

감독이사 허용범,강재희

자산 운용 회사
(법인이사)

신영투자신탁운용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자산보관회사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아이타스

대덕GDS 4,650

순자산

9.42%

투자증권
구분

65.62%

43

비율평가손익평가액취득가액보유수량종목명

-9 

대한전선 400 8

53

주식 채권

1,919

100%

20,374

0.21%

17,265

자산총액

기 준  가 격
전기말

특별
자산

실물
자산

간접투
자증권

1,003.23

당기말 1,033.11

13,370

기타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파생상품
부동산

3 0.27%

9

동서 1,717 40 39

1 0.05%

-2 0.19%

17 0.27%

동원F&B 874

디씨엠 12,889 38 55

52 56

롯데쇼핑 380 140 144

10 0.24%

삼성물산 5,950 187 180

5 0.71%

-7 0.88%

-3 0.06%

삼환기업 2,057

서흥캅셀 2,180 15 12

37 48

신성델타테크 3,000 21 21

0 0.09%

신한지주 410 17 20

0 0.11%

2 0.10%

-0 0.33%

아비스타 1,715

영보화학 27,791 67 67

19 19

이건산업 3,780 58 66

38 0.42%

크레듀 2,193 53 98

8 0.32%

46 0.48%

0 0.02%

티씨케이 16,881

하츠 1,335 4 5

47 85

한국가스공사 3,910 143 168

한국단자 3,740 55 69

0.82%

14 0.34%

25

투자회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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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단위 : 백만원, % )

신용등급

RF

RF

RF

AAA

AA-

AAA

AAA

A-

▣ 장내파생상품 ( 단위 : 계약,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 단위 : 계약,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 단위 : 백만원, % )

비율

8.84%

0.26%

9.10%

▣ 기타(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대여 및 차입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대출(예금)이자 상환(만기일)

0예금(뮤추얼) 하나은행 53

구분 금융기관 대출(예금일자) 대출(예금액)

합계

122,586

한국제지

휴온스

평가액종목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1,950 2006-07-05통안42-55-364-5

2004-02-05

우리은행09-11이1.7

삼성카드1415 1,000 1,007 2005-04-19

통안42-15-364-23

9.42%

65.62%

10 0.72%

183

비율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9.57%2007-07-04

2006-12-26

7.91%

1,090

13,400 13,370

1,736

1,611

136

1,600

3,000 3,021 2005-11-17

합계

종목명 액면가액 평 가 액

147

합계 1,853 1

1,919

대한항공16

SK 2,040

2,000

1

2007-02-05

한국증권금융(콜) 한국증권금융 2006-12-21 1,800

2007-08-17 14.83%

우리은행10-05이1.5 1,300 1,302 2006-05-30 2007-11-30 6.39%

4.94%

산금06-0518-1 1,000 981 2006-05-18 2007-05-18 4.82%

1,985 2006-02-23 2007-02-22

2007-04-19

9.74%

통안41-739-2-12 1,500 1,511 2005-10-12 2007-10-12 7.42%

2,000

143 136 -7 

평가손익 비율

31 35

0.67%

한국컴퓨터 1,675 39 61 22 0.30%

4,030

3 0.17%

현대해상 12,620 150 143 -8 0.70%

현대약품 1,420

10 13 3 0.06%

0.18%

KT 2,760 122 135 14 0.66%

CJ우 690 40

232 5 5

-3 37

1 0.03%

LG패션 177 4 4 -0 0.02%

LG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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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산 ( 단위 : 백만원)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단위 : 주, 백만원, % )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이연자산기타미수수익 기타자산

[ 주식부문 ]

펀드는 지난 3개월 동안 글로벌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편입비율조정을 일시적으로 단행하여 10%이하로 주식비중을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전자와 은행업종을 주로 줄였고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으나 이들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
근에는 연말까지 위험관리를 위하여 10%초반 수준의 편입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인 시황관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적 시황판단보다는 종목으로 승부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는  3개월 수익률 2.8%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듀와 주연테크의 상장과 펀드내 보유 개별가치주 강세,
최근 매수한 종목들의 선전 등이 수익률 개선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펀드내 개별가치주군들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한국단자 ; 자동차도 하나의 전자제품화 되고 있고 구리가격도 안정화될 전망
이건산업 ; 솔로몬군도의 경우 최소 600억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나 15억으로 계상 중
한국제지 ; 제지단가 인상과 펄프가격 안정 기대, 외국인 로스컷 매물 소화 중
영보화학 ; 대전공장부지 매각차익과 안성화인케미칼 자회사 성장성
디씨엠 ; 선박용 내장강판 호조, 센텀시티 보유부지(300억)와 보유현금 250억
티씨케이 ; 삼성반도체향 일본 수입대체, LED와 태양전지등 전방산업 성장성 우수
동원F&B ; 참치, 육가공 사업부문 모두 실적개선

최근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편입한 종목들입니다.

현대해상 ; 차손해율, 장기보험 손해율 향후 안정, 2007년도 영업이익 크게 증가
KT ;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신규 서비스 기대감
가스공사 ; 자원개발사업 성장 기대
삼성물산 ;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 지분 의결권 제한으로 실질적 지주회사
SK ; 보유지분의 10%를 자사주 매입, 저평가주
롯데쇼핑 ; 신규점포 출점에 따른 성장성 기대, 신세계 대비 크게 저평가

업황부진이나 재무구조 악화, 차익실현 등을 이유로 매도한 종목들입니다.

한라공조 ; 환율하락과 현대차 실적부진에 대한 우려
티씨케이 ; 차익실현을 위해 보유주식의 40% 매도
현대엘리베이터 ;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사업 차질 우려
현대차 ; 해외수출부문에서 경쟁심화로 이익부진우려
아모레퍼시픽 ; 차익실현
한국전력 ; LNG발전비중 상향계획으로 중장기적 영업이익률 하락 우려
SKT ; KT대비 투자메리트 약화, KT로 교체
한국단자 ; 일부 차익실현
하나금융 ; 정부의 규제심화, 경쟁격화로 마진압박

00 0

매매회전율

70.00%1,441

매도

수익증권청약금 미수입금 미수배당금

9

선납법인세

1

공모청약금

매수

9 0 3,213

47,020 1,324

수량수량 금액 금액

106,969

7-3



[ 채권부문 ]

 최근 채권시장은 부동산시장 가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상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축소 노력과 이와
병행하여 예상되는 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일부에서 제기된 예상과 달리 비록 완만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적 경기지표 등이 금리에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금리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 하에서 당 펀드는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의 안정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채권자산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산 운용을 위한 편입대상으로는  국고채, 통안채, 우량은행채 중심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안전자산 위주의 종목들로 가급적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투자수익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단기금리예측에 따른 공격적인 듀레이션 딜링을 가급적 지양하고
안정적인 자산구성 토대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누적시켜 가는데 기본적인 운용의 촛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투자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연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편입채권의 듀레이션과 채권편입비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늘이는 변화없이
채권투자의 수익성과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조화시킨 수준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산 듀레이션을 0.7 ±
0.3년 정도 수준에서 관리해가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도록 하였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각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
는 교체투자를 통해 펀드의 절대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현재 채권 편입비는 신탁자산 대비 83.3%이며, 채권자산의 듀레이션은 0.58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운용방침을 지속하여 채권편입대상이나 편입비의 큰 변화 없이 0.4-1.0년 이내의 듀레이션 범위에서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공모주 부문]

 지난 3분기는 공모주 시장의 비수기로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이 IPO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는 전형적인 공모주 시장의 성수기
로 가장 많은 물량이 상장되는 시기입니다. 10월에는 약 800억 가량의 규모로 7개의 업체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1200억원
가량에 규모로 9개의 업체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 주간사에서 수요예측 계획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는
어려우나 최대 성수기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물량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은 시장의 강세 흐름에 맞물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통상 1-2개월 정도
의 보호예수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강세흐름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무분별한 수요예측 참여를
지양하고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큰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 펀드가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위험이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포기하고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산, 현대EP, 바텍, 삼정펄프, 인천도시가스, 성창에어텍, 주연테크, 크레듀,큐에스아이,에스에이티,유니테스트,한국컴
퓨터의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평산,현대EP,바텍,성창에어텍,큐에스아이,에스에이티는 이미 차익을 실현하였으며
나머지 종목들도 당사가 추정하는 적정가에 도달하면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향후  펀드운용계획 및 전망>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기관들의 중소형/코스닥종목 집중매도 현상은 내년에는 없을 듯 합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집중적으로 매물을 소화
하였고 대형펀드들은 이미 대형주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급적으로는 고배당가치주 종목들이 대형주보다는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형주의 이익전망과 관련해서는 환율추세가 중요할 것이며, 환율이 930원 밑에서 장기간 형성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수주와 중소형가치
주, 고배당주들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흐름은 중소형가치주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으며, 내년은 올해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
보다는 뮤추얼펀드 내 공모주의 수익기여가 커질 전망입니다.

연간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일반주식 부문에서 12‾13%정도의 수익률을 획득하여 펀드 내 2%이상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
다. 이를 종합지수로 환산할 경우 200포인트 가까운 지수상승이 동반되어야 합니다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소형고배당가치주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일반주식운용부문의 관건은 지수부담으로 인하여 순환매 형태의 계단형 주가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익실현과 종목
발굴을 끊임없이 병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67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롯데쇼핑은 30만원에서 37만원까지 상승
하는 등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치투자의 강점을 살려 이익수준대비 주가수준을 이용하여 저평가 종목군은 비중있게 사고, 차익은 적극 실현하는 투자를 통하여 수익률
을 제고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2007년 한해도 좋은 투자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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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기간별 운용성과 ( 단위 : % )

     - 보수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총보수 비용 비율 (단위 : %, 연환산)

0

당기

0

116

0 0

0 0

0

-1

169

전기
구분

평가손익

-94

당기

처분손익

특별자산 0 0

0.00%0.00%

1

전기 당기

2 2

주) 기타손익의 당기내역 : 수탁보수 : -1 , 위탁보수 : -16 , 판매보수 : -38 , 기타보수 : -2

채    권 : -6 , 현    금 : 0 , 외화환산 : 0 , 해외기타 : 0

0.00% 0.00%벤치마크수익률

0

기타손익

구분 전기

123

실물자산

간접투자증권 0 0

0

0

0

-19

0 0

0

0

장내파생

장외파생

부동산

기타투자증권

주식 235

채권

전기 당기

259

32

0

17

40 38

0

0

-1

0

0

수입이자 : 180 , 부 동 산 : 0 , 환입수수료 : 0 , 기    타 : -1

설정일이후1년6개월3개월1개월

15.30%기간수익률

0.00%

1

구분

수탁보수

운용보수 16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당기

-0.19% 2.98% 4.84% 5.79%

총보수 비용비율 1.45% 1.46%

구분 전기

기간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

-2.00%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기간

수
익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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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전문인력현황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거래금액 수수료 거래금액 수수료 거래금액 수수료

241 0 34.76 34.75 120 0 8.57 9.65 82 0 12.29 12.48

46 0 6.66 6.66 23 0 1.67 3.20 0.00 0.00

406 1 58.58 58.58 1,216 1 86.77 85.55 376 0 55.98 43.66

0.00 0.00 37 0 2.62 1.25 0.00 0.00

0.00 0.00 5 0 0.36 0.35 213 0 31.73 43.86

693 1 100 100 1,401 1 100 100 671 1 100 1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 단위 : 백만원, % )

거래금액 수수료 거래금액 수수료 거래금액 수수료

1,935 0 100.00 0 0 6,054 0 100.00

1,935 100 6,054 100

고도희 830106 -신영투신 투자분석(11개월) 투협 06-01012-0033

김현희 780419 -신영투신채권운용(2년1개월) 투협 06-01012-0029

박인희 760218

-Megadeal M&A (1년)

투협 06-01012-0030-KB자산운용㈜ (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8개월)

이철진 760422

-Caleb & Company 경영컨설턴트(1년6개월)

투협 05-01012-0028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마케팅팀(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년)

원주영 741025
-신영투신 운용지원팀(9개월)

투협 00-01012-0012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6년9개월)

홍순모 740913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1년10개월)

투협 01-01012-0019-신영투신 투자전략팀(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6개월)

황경식 740420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투협 01-01012-0020-신영투신 투자전략팀(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5년9개월)

백승훈 730103
-SK옥시케미칼㈜외환담당(2년11개월)

투협 00-01012-0009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7년7개월)

김영준 720908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투협 00-01012-0013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4개월)

김대환 711220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투협 01-01012-0017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6개월)

김종희 690707
-신영증권 채권부(3년9개월)

투협 00-01012-0010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2개월)

이헌우 670224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4년5개월)

투협 06-01012-0031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10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운용팀/주식리서치팀(6년7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4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성명 연령 주요경력 협회등록번호

비중(금액/수) 비중(금액/수)비중(금액/수)

09월(06.09.25 - 06.10.24) 10월(06.10.25 - 06.11.24) 11월(06.11.25 - 06.12.2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투협 99-01012-0004

09월(06.09.25 - 06.10.24) 10월(06.10.25 - 06.11.24) 11월(06.11.25 - 06.12.24)

비중(금액/수)비중(금액/수)비중(금액/수)

허남권

한국투자증권

630529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5개월)

키움닷컴증권

구분

구분

신영증권

한화증권

CJ투자증권

합계

합계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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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10.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1. 공지사항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4층

* 전화번호 : 02-2168-0400

* 판매회사 : 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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