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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신종 MMF 4-35호

MMF형 투자신탁

[ 자 산 운 용 보 고 서 ]

( 운용기간 : 2009.03.31 ~ 2009.04.29 )

○이 상품은 MMF형 투자신탁으로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투자신탁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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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신영신종 MMF 4-35호

■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44188

■ 집합투자업자              : 신영자산운용(주)

■ 분            류              : [집합투자기구]MMF형,추가형

Ⅰ.  기 본 정 보

1. 개    요

신영신종MMF 4-35 (0035)

(단위:백만원, 백만좌)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자  산  총  액 (A) 58,670.7 66,330.77 13.06

부  채  총  액 (B) 19.24 10.81 -43.81

순자산총액 (C=A-B) 58,651.46 66,319.96 13.07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58,083.53 65,517.82 12.80

기준가격 (E=C/DX1000) 1,009.78 1,012.24 0.24

[재산현황]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 상품의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가. 기간수익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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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신 탁 0.24 0.84 2.17 3.54 4.88

비 교 지 수 0.14 0.41 1.20 2.48 3.73

벤치마크구성비 -> 콜금리:10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운용성과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 자 신 탁 4.88 4.99 4.78 4.91

비 교 지 수 3.73 4.35 4.36 4.01

벤치마크구성비 -> 콜금리:100%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운 용 개 요

단기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는 장부가형 초단기 상품입니다.  CARRY수익률의 최대
화,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하는 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원활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3. 자산구성 현황
채권자산
23.1 %

유동자산
63.7 %

기타자산
13.2 %

채권자산
유동자산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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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5,352 8,782 0 0 0 0 0 0 42,228 -32 66,331

(0.00) (23.14) (13.24) (0.00) (0.00) (0.00) (0.00) (0.00) (0.00) (63.66) (-0.05) (100.00)

구분 종  목  명 비중(%)

현금 기업어음/대한석탄공사 6.00

채권 통안43-743-2-24 5.60

현금 기업어음/대한주택공사 4.49

채권 기업은행(신)0809할 4.48

채권 기업은행(신)0808이 3.89

구분 종  목  명 비중(%)

현금 정기예금/SC제일은행 3.85

현금 정기예금/농협중앙회 3.26

현금 정기예금/SC제일은행 2.85

현금 증금어음 2.73

현금 정기예금/국민은행 2.64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44188

■ 최초설정일                : 2004.01.02

■ 존속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이며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 신영자산운용

■ 수탁회사                   : 국민은행

■ 일반사무관리회사       :

■ 판매회사                   : 신영증권/부국증권/리딩투자증권

■ 상품의 특징               :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AA- 이상으로 잔존만기 1년 이하
인 채권과 신용평가등급 A2-이상인 기업어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펀
드입니다. 기타 자산으로 예금, 씨디, 콜 등을 운용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자산전체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Ⅱ.  상 세 정 보

1. 상품의 개요



■ 주 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채 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국고0475-0912 20 21 2006.12.10 2009.12.10 0.13

기업은행(신)0808이 2,500 2,582 2008.08.26 2009.11.26 AAA 16.84

기업은행(신)0809할 3,000 2,974 2008.09.11 2009.09.11 AAA 19.41

농금채2008-09할1Y 1,500 1,486 2008.09.26 2009.09.26 AAA 9.70

신한은행11-11이2A 500 515 2007.11.05 2009.11.05 AAA 3.36

토지개발310마14 331 379 2006.05.31 2009.05.31 AAA 2.47

통안43-717-2-9 250 253 2007.05.09 2009.05.09 1.65

통안43-729-2-25 1,400 1,402 2007.07.25 2009.07.25 9.15

통안43-739-2-28 500 503 2007.09.28 2009.09.28 3.28

통안43-743-2-24 3,650 3,713 2007.10.24 2009.10.24 24.23

통안44-16-364-16 1,500 1,499 2008.05.16 2009.05.15 9.78

합    계 15,151 15,326 100.00

* 채권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 어음 및 채무증서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기업어음/대한석탄공사 4,000 3,982 2009.04.10 2009.07.14 A1 7.81

기업어음/대한주택공사 3,000 2,981 2009.01.20 2009.07.20 A1 5.85

합    계 7,000 6,963 13.66

* 어음 및 채무증서 총액중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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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원)

종류
소 재 지

취득가격 평가금액 보증금 임대수입 비 고
등기번호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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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금 융 기 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정기예금 SC제일은행 2009.02.03 1,893 2009.07.24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4.14 313 2009.09.30

정기예금 한국외환은행 2008.10.30 1,441 2009.04.30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8.11.04 569 2009.05.04

정기예금 농협중앙회 2008.11.18 2,165 2009.05.18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류 금 융 기 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정기예금 기업은행 2008.12.08 1,331 2009.06.08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8.12.18 112 2009.06.18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1.05 1,323 2009.07.06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1.15 706 2009.07.15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1.15 1,010 2009.07.15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9.01.20 303 2009.07.20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1.28 283 2009.07.20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1.28 182 2009.07.20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1.28 151 2009.07.20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2.05 1,008 2009.08.06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2.09 1,007 2009.08.10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2.11 1,007 2009.08.11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2.20 1,206 2009.08.20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2.25 502 2009.08.25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3.05 954 2009.09.07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3.05 201 2009.09.07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3.05 1,547 2009.09.07

정기예금 SC제일은행 2009.03.23 2,556 2009.06.23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9.03.26 581 2009.06.26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3.26 752 2009.06.26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9.03.30 1,753 2009.06.30

정기예금 SC제일은행 2009.04.10 601 2009.07.10

정기예금 수협중앙회 2009.04.28 1,700 2009.10.28

콜론 NH투자증권 2009.04.29 6,500 2009.04.30

콜론 HI투자증권 2009.04.29 6,500 2009.04.30

콜론 삼성증권 2009.04.29 2,050 2009.04.30

콜론 증권금융 2009.04.29 8 2009.04.30

콜론 증권금융 2009.04.29 12 2009.04.30

예금 2009.04.01 0 2009.05.04

  ■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 가 금 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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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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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이며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펀드에서 지출되는 비용 증가.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 용 의 개 요

단기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는 장부가형 초단기 상품입니다. 단기자금시장 흐름및
통화정책방향 변동에 따라 펀드 듀레이션 수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일부해지나 시장의 변동에 유연
하게 대비하기 위해 적정비율이상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편입하고 있으며, 위험부담이 적은 AAA등급의 은행
정기예금과  정부투자기관 혹은 출자기관에서 발행한 A1등급의 기업어음을 법정한도 내에서 편입하여
CARRY수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

자증권
기타

당기손익 0 8 0 0 -1 695 701

전기손익 0 4 0 0 -1 530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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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보수 13 0.02 5 0.01

판매회사 보수 22 0.04 9 0.01

수탁회사 보수 4 0.01 2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 0.00 0 0.00

보수합계 38 0.07 15 0.02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 비용비율 0.30 0.10

매매수수료비율 0.00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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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억원,개)

성  명 연령 직위
다른펀드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펀드수 운용규모

김영준 38 선임 15 171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팀(9년8개월)

00010120013

김현희 32 선임 6 995
한국자금중개(주)(8개월)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팀(4년5개월)

06010120029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채권 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운용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담당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운용전문인력 현황

■ 주식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 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HI투자증권
0 0 377 0 0.00 1,485 0 0.00

(0.00) (11.05) (6.43)

리딩투자증권
0 0 0 0 2,575 0.00

(0.00) (0.00) (11.15)

삼성증권
1,500 0 0.00 0 0 2,499 0 0.00
(78.65) (0.00) (10.82)

솔로몬투자증권
0 0 0 0 515 0.00

(0.00) (0.00) (2.23)

우리은행
0 0 0 0 11,473 0 0.00

(0.00) (0.00) (49.69)

푸르덴셜투자증권
0 0 2,967 0 0.00 2,492 0 0.00

(0.00) (86.84) (10.79)

한화증권
0 0 0 0 253 0.00

(0.00) (0.00) (1.10)

현대증권
407 0 0.00 72 0 0.00 1,799 0 0.00
(21.35) (2.11) (7.79)

합  계 1,907 0 3,416 0 23,089 0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장내파생상품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주
총회일

보유
주식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한

경우 그 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지급
금액(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백만좌)

기준가격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05.01.03 1,507 23,861 1,063.15 1,000.00 펀드결산

2006.01.02 866 26,424 1,032.79 1,000.00 펀드결산

2007.01.02 987 23,858 1,041.39 1,000.00 펀드결산

2008.01.02 1,351 28,100 1,048.09 1,000.00 펀드결산

2009.01.02 1,625 29,899 1,054.37 1,000.00 펀드결산

9. 분배금 지급내역

     

10.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신영자산운용(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집합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예탁된 집합투자기구의 수탁회사 확인기간은 일괄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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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

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

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

는 운 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

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

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

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

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

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

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

미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

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

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

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

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

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

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

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