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산 운 용 보 고 서

Ⅰ. 기본정보

1. 개요
  가. 투자신탁의 명칭 : 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 K-1호

  나. 분           류 : 주식형

  다. 운  용   기  간 : 3 개월 ( 2007.04.27 ~ 2007.07.26 )

  라. 작     성    자 : 신영투자신탁운용(주)

간접투자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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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마라톤주식 K-1 (단위:원, 좌/주)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6,712,738,669 39,112,524,936 482.66

부  채  총  액 (B) 104,669,894 3,603,822,841 3,343.04

순자산총액 (C=A-B) 6,608,068,775 35,508,702,095 437.35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5,676,304,181 22,959,414,373 304.48

기준가격 (E=C/DX1000) 1,164.15 1,546.59 32.85

■ 신영마라톤주식 K-1(C형) (단위:원, 좌/주)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6,677,152,124 35,515,767,759 431.90

부  채  총  액 (B) 70,405,780 8,601,317 -87.78

순자산총액 (C=A-B) 6,606,746,344 35,507,166,442 437.44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5,737,130,049 23,266,798,348 305.55

기준가격 (E=C/DX1000) 1,151.58 1,526.09 32.52

2. 운용성과
  가. 기간수익률

■ 신영마라톤주식 K-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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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신 탁 14.77 31.80 47.80 48.87 0.00

비 교 지 수 11.00 23.69 38.56 38.52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 신영마라톤주식 K-1(C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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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신 탁 14.68 31.47 46.96 47.46 0.00

비 교 지 수 11.00 23.69 38.56 38.52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나. 연평균 수익률

■ 신영마라톤주식 K-1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0.00 0.00 0.00 0.00

비 교 지 수 0.00 0.00 0.00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 신영마라톤주식 K-1(C형)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0.00 0.00 0.00 0.00

비 교 지 수 0.00 0.00 0.00 0.00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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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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31 0 3,597 0 0 0 0 0 0 4,403 -3,518 39,113

(88.54) (0.00) (9.20) (0.00) (0.00) (0.00) (0.00) (0.00) (0.00) (11.26) (-9.00) (100.00)

Ⅱ. 상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6.07.27 신탁기간종료일

자산운용사 신영투자신탁운용 수탁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사

판매사

투자신탁의 특징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함.

CLASS 설정일 투자신탁기간 판매회사

신영마라톤주식 K-1(C형) 2006.07.27 3 개월 국민은행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삼성전자 3,584 2,244 6.48
한국전력공사 28,635 1,314 3.80
POSCO 2,409 1,303 3.76
KT 18,459 852 2.46
롯데쇼핑 2,177 839 2.42
SK텔레콤 3,536 767 2.22
국민은행 7,383 645 1.86
현대자동차 7,742 635 1.83
롯데제과 370 620 1.79
신한지주 8,661 562 1.62
삼성카드 8,128 517 1.49
E1 3,781 510 1.47
한국가스공사 8,267 506 1.46
케이씨씨 1,161 505 1.46
하나금융지주 9,701 503 1.45
삼성증권 5,716 497 1.44
LG전자 5,790 441 1.27
현대모비스 4,039 438 1.27
LG 8,129 433 1.25
대한항공 6,231 430 1.24
영풍정밀 4,079 416 1.20
오뚜기 2,573 401 1.16
선창산업 5,555 401 1.16
LG패션 12,169 398 1.15
현대해상 21,560 391 1.13
LG화학1우 7,629 390 1.13
GS 7,325 388 1.12
LS전선 4,621 385 1.11
기업은행 16,775 373 1.08
현대중공업 977 360 1.04
SK에너지 2,378 357 1.03
한국제지 7,132 349 1.01
현대약품 8,430 348 1.01
LG상사 9,912 347 1.00
한국투자금융지주 5,243 346 1.00
제일기획 1,189 345 1.00
대웅화학 9,397 338 0.98
우리투자증권 10,595 337 0.97
우리금융지주 13,310 333 0.96
신영증권 5,111 332 0.96



aitas@ora8i:rd_sics060.mrd 2007.08.16 11:18:42구애경 Page 3 of 9 신영마라톤주식 K-1 (7440)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대한전선 7,500 329 0.95
금호산업1우 13,143 327 0.94
고려개발 9,706 327 0.94
삼성물산 5,564 325 0.94
금호석유1우 9,252 323 0.93
제일모직 6,066 321 0.93
SK 1,727 311 0.90
삼양통상 8,831 310 0.90
현대자동차1우 7,045 304 0.88
한국타이어 14,604 299 0.86
농심홀딩스 3,020 299 0.86
인천도시가스 8,830 296 0.86
G2R 18,785 296 0.85
KT&G 4,071 294 0.85
현대시멘트 5,212 293 0.85
삼성SDI 4,423 292 0.84
경동도시가스 4,718 290 0.84
신도리코 4,128 280 0.81
대교 2,607 275 0.79
코스모화학 30,267 274 0.79
리바트 15,360 270 0.78
LG마이크론 8,306 264 0.76
인탑스 6,725 256 0.74
건설화학 10,124 255 0.74
CJ 1,872 249 0.72
한세실업 41,357 246 0.71
세이브존I&C 65,820 245 0.71
현대엘리베이터 1,929 234 0.68
LG화학 2,544 229 0.66
국보디자인 42,268 222 0.64
삼환까뮤 14,635 211 0.61
SBS 3,032 202 0.58
하나로통신 23,280 199 0.57
유니드 5,160 198 0.57
동아에스텍 38,150 195 0.56
롯데삼강 821 195 0.56
태영건설 13,510 195 0.56
한국철강 2,193 194 0.56
온미디어 21,550 179 0.52
한국프랜지공업 9,440 177 0.51
평화정공 38,572 176 0.51
세보엠이씨 25,184 170 0.49
에스피지 27,624 163 0.47
금화피에스시 20,056 161 0.46
동일방직 1,666 160 0.46
대상 10,240 146 0.42
파인디앤씨 29,025 144 0.42
동양매직 17,828 139 0.40
광주신세계 710 133 0.39
일신방직 1,790 133 0.38
이건창호 14,377 128 0.37
오리콤 7,904 110 0.32
와토스코리아 8,372 105 0.30
유신 5,334 93 0.27
동국제약 2,927 77 0.22
잘만테크 2,910 70 0.20
TJ미디어 18,166 70 0.20
코메론 15,250 66 0.19
씨디네트웍스 150 3 0.01

합    계 1,045,519 34,631 99.97
* 주식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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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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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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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류 금융기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콜론 증권금융 2007.07.26 4,403 2007.07.27
예금 2007.07.01 0 2007.07.31
예금 2007.07.13 1 2007.07.31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가금액 비    고
미수입금 70
미수배당금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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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608 29,572 241,847 4,631 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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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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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운용경과>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급등하였습니다. 한 두 차례의 짧은 조정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
하는 가파른 상승이 이어져 KOSPI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대형 악재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
락하였는데, KOSPI도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외국인의 대량매도와 맞물리면서 약 120포인트 급락하여 1,883.22
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주말(7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KOSPI는 22.1% 상승하였는데 펀드는 28.3% 상승하여 벤
치마크(KOSPI수익률의 90%)대비 8.4%p 초과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펀드는 기존의 운용기조
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 폭이 큰 종목들을 소폭 이익실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의 비
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습니다. 주식 편입비중은 큰 변화 없이 9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향후 기업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
목들을 신규로 편입하였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종목의 이익 실현과 향후 주가 전망이 불투명한 일부 종목을
매도 하면서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우건설, 하이닉스, 태평양, 대우증권, 현대해상, 한국가스공사, 제일기획 및 LG상사 등은 목표한 가격에
도달함에 따라 전량 또는 일부 매각하여 편입비중을 낮추었습니다. 한신평정보는 배당수익률이 우수하여 장기투
자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주된 사업부문의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여 매수한 가격 수준에서 전량 매
도하였습니다.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은 우리금융지주, 삼성카드, 롯데제과, LG마이크론, 현대모비스, KT&G, 코
스모화학 및 오뚜기 등입니다. 신규로 투자한 주요 종목의 편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대출증가율 둔화와 순이자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유사한 규모에 있는 다른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순이자마진 감
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보다는 대출증가와 대손감소로 인한 수익성 증가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고, 약 2.5%의 시
가배당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주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우리금융지주를 새롭게 편입하는 것이
포토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편입하였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그룹의 전업 신용카드사로 994만명의 회원(업계 2위)을 보유한 사용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3
위 업체 입니다. 다른 전업 신용카드사보다 회원의 충성도와 자산 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여 장기 실적 전망도 우
수합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는데 에버랜드의 순자산가치는 취득원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과 자산가치 그리고 향후 이익의 성장성 모두 우수하여 매수하였습니다.

   롯데제과는 확고 부동한 국내 1위의 제과업체 입니다.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삼강 등의 우량 롯데그룹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는 장부가보다 현저하게 높고, 해외 관계사들의 가치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의 보수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사업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과거 보다 높은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LG마이크론은 브라운관, PDP 및 LCD 등의 모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여 LG전자와 LG필립스LCD에 납
품하는 종합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입니다. 전방산업의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
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여 왔는데 2007년 2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
상됩니다. 주가는 역사적으로 최저점을 보이고 있어 자산가치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
익성이 우수한 LCD 관련 부품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종합 부품업체 입니다. 현대자동차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입니다. 현대차 해외 생산기지에 동반 진출하면서 글로벌 종합부품회사로 도약하고 있는데
연결기준 매출과 수익성은 본사기준 보다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원화강세로 장기간 주가가 약세를 보여
왔으나 향후 추가적인 원화강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실적개선의 속도가 시장의 예측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KT&G는 국내에서 담배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수출은 급성장하고
있어 내수 판매 하락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개선되고 있습
니다.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으며, 상장할 경우 대규모 평가차익도 기대됩니다.

   코스모화학은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코스모그룹에서 인수
하여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인천공장 부지의 자산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뚜기는 카레, 케찹 및 마요네스 등에서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공장 이전에 따른 유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증가, 오뚜기라면 등의 자회사 실적 개선 및 효율적인 M&A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기업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용계획>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수급적으로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계
속 공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지표도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어 글로벌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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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
기는 항상 좋은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 증가를 반영하여 꾸준
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대응하는 운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인 약 95%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 목표가격
에 도달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낮아진 종목들은 꾸준히 분할 매도하고, 장기적으로 내재가치대비 절
대 저평가 되었거나, 시장보다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의 편입비중을 꾸준히 늘려, 주식 포트폴리
오의 변동성을 낮추면서 보다 안정적인 초과수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자칫 펀드의 기본 운용 철학과 원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
만 마라톤 펀드는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가치형 펀드입니다. 향후에도 시장흐름에 관계 없이 내재가치대비 저평
가된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지속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지속되
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익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저희 투자 철학을 믿어 주시고 함께 마라톤
을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 결승시점에서는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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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9 0 0 0 -0 134 4,372

전기손익 655 0 0 0 -0 107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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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지급현황

■ 신영마라톤주식 K-1(C형)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7 0.11 15 0.11
판매회사 보수 16 0.26 35 0.26
수탁회사 보수 0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23 0.38 51 0.39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0.88 1.09

매매수수료비율 0.08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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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9,623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1년)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이헌우 41 수석 7 3,771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4년5개월)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10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운용팀/주식리서치팀(6년
7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1개월)

06010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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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CJ투자증권
69 0 0.05 24 0 0.06 1,460 1 0.05

(0.87) (0.98) (0.47) (0.37) (6.90) (5.33)

CSFB증권
0 0 0.00 48 0 0.25 0 0 0.00

(0.00) (0.00) (0.93) (2.94) (0.00) (0.00)

NH투자증권
185 0 0.05 0 0 0.00 142 0 0.07

(2.33) (2.63) (0.00) (0.00) (0.67) (0.73)

SK증권
238 0 0.05 0 0 0.00 164 0 0.05

(2.99) (3.69) (0.00) (0.00) (0.78) (0.59)

골드만삭스증권
0 0 0.00 52 0 0.25 0 0 0.00

(0.00) (0.00) (1.01) (3.19) (0.00) (0.00)

교보증권
0 0 0.00 51 0 0.10 0 0 0.00

(0.00) (0.00) (0.99) (1.22) (0.00) (0.00)

굿모닝신한증권
0 0 0.00 136 0 0.05 13 0 0.08

(0.00) (0.00) (2.67) (1.68) (0.06) (0.07)

노무라증권
0 0 0.00 0 0 0.00 115 0 0.10

(0.00) (0.00) (0.00) (0.00) (0.54) (0.83)

다이와증권
0 0 0.00 71 0 0.25 34 0 0.25

(0.00) (0.00) (1.38) (4.35) (0.16) (0.62)

대신증권
136 0 0.05 345 0 0.09 214 0 0.05

(1.71) (1.93) (6.75) (7.92) (1.01) (0.77)

대우증권
51 0 0.04 131 0 0.08 173 0 0.05

(0.64) (0.61) (2.57) (2.46) (0.82) (0.63)

동부증권
8 0 0.10 179 0 0.07 20 0 0.06

(0.10) (0.23) (3.50) (3.26) (0.10) (0.09)

동양종합금융증권
25 0 0.05 345 0 0.05 2 0 0.05

(0.32) (0.36) (6.76) (4.38) (0.01) (0.01)

리딩투자증권
0 0 0.00 56 0 0.05 0 0 0.00

(0.00) (0.00) (1.10) (0.69) (0.00) (0.00)

메리츠증권
0 0 0.00 104 0 0.05 5 0 0.05

(0.00) (0.00) (2.04) (1.32) (0.02) (0.02)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0 0 0.00 0 0 0.00 9 0 0.25

(0.00) (0.00) (0.00) (0.00) (0.04) (0.16)

미래에셋증권
0 0 0.00 66 0 0.07 186 0 0.06

(0.00) (0.00) (1.29) (1.08) (0.88) (0.76)

부국증권
29 0 0.05 112 0 0.09 0 0 0.00

(0.37) (0.42) (2.20) (2.35) (0.00) (0.00)

브릿지증권
125 0 0.05 0 0 0.00 94 0 0.06

(1.58) (1.79) (0.00) (0.00) (0.45) (0.44)

삼성증권
0 0 0.00 66 0 0.07 352 0 0.05

(0.00) (0.00) (1.29) (1.08) (1.66) (1.27)

신영증권
1,402 1 0.08 2,454 2 0.08 13,115 9 0.07
(17.66) (33.89) (48.01) (46.30) (62.00) (67.32)

신흥증권
0 0 0.00 0 0 0.00 558 0 0.06

(0.00) (0.00) (0.00) (0.00) (2.64) (2.39)

우리투자증권
78 0 0.09 7 0 0.10 477 0 0.07

(0.98) (1.94) (0.14) (0.18) (2.25) (2.40)

유화증권
0 0 0.00 0 0 0.00 263 0 0.07

(0.00) (0.00) (0.00) (0.00) (1.24) (1.30)

이트레이드증권
5,145 2 0.03 0 0 0.00 0 0 0.00
(64.82) (43.96) (0.00) (0.00) (0.00) (0.00)

코리아RB증권중개
64 0 0.05 0 0 0.00 0 0 0.00

(0.80) (0.91) (0.00) (0.00) (0.00) (0.00)

키움닷컴증권
0 0 0.00 74 0 0.06 79 0 0.05

(0.00) (0.00) (1.45) (1.08) (0.37) (0.29)

푸르덴셜투자증권
89 0 0.07 165 0 0.06 1,403 1 0.05

(1.12) (1.78) (3.22) (2.43) (6.63) (5.14)

하나대한투자증권
0 0 0.00 21 0 0.05 672 0 0.05

(0.00) (0.00) (0.41) (0.26) (3.18) (2.43)

한국투자증권
4 0 0.05 183 0 0.07 294 0 0.07

(0.05) (0.06) (3.59) (3.05) (1.39) (1.50)

한누리투자증권
129 0 0.05 351 0 0.09 567 0 0.05

(1.63) (2.00) (6.87) (7.38) (2.68) (2.07)

한양증권
126 0 0.05 0 0 0.00 0 0 0.00

(1.59) (1.82) (0.00) (0.00) (0.00) (0.00)

한화증권
0 0 0.00 37 0 0.07 0 0 0.00

(0.00) (0.00) (0.72) (0.65) (0.00) (0.00)

현대증권
35 0 0.10 32 0 0.05 744 0 0.05

(0.44) (1.00) (0.64) (0.40) (3.5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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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합  계 7,939 4 5,111 4 21,154 14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금액
(비중) 수수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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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신영증권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334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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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자증권

2007.05.25

6,110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10 0 0 0
이사 선임의 건 6,110 0 0 0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6,110 0 0 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6,110 0 0 0
이사보수한도 승인 6,110 0 0 0

대우증권 6,76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760 0 0 0
사내이사 선임의 건 6,760 0 0 0
사외 이사 선임의 건 6,760 0 0 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6,760 0 0 0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6,760 0 0 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760 0 0 0

SK 2007.05.29 1,748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1,748 0 0 0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선임 1,748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1,748 0 0 0

삼성증권 2007.06.01 2,559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559 0 0 0
사외이사 선임의 건 2,559 0 0 0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건 2,559 0 0 0
사내이사 선임의 건 2,559 0 0 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559 0 0 0

한국타이어 2007.06.07 3,490 사외이사 선임의 건 3,490 0 0 0

현대해상 2007.06.14 15,130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130 0 0 0
사내이사 선임의 건 15,130 0 0 0
사외이사인감사위원 선임의 건 15,130 0 0 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130 0 0 0

한세실업 2007.07.18 26,950 이사선임의 건 26,95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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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배금 지급내역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지급
금액(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좌수 기준)

기준가격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07.07.27 12,240 23,267 1,526.09 1,000.00 결산(7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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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