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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16. 3. 9.~2016. 6. 8.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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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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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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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의 지난 3개월 펀드 수익률은 +0.61%로, 비교지수 +3.78%대비 

3.17%pt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 + CD91 10%)

지난 3개월 동안 KOSPI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초반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정책 

기대감 및 원자재 가격 반등과 국내 기업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에 힘입어 KOSPI는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기 중반 이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며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분기 말에는 미국 

5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높아졌고,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

하면서 KOSPI는 2,000pt 선을 넘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및 의료정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복 및 유통, 음식료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기간동안 펀드는 비교지수를 하회하였는데, 이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방산 관련 종목 및 금융 

업종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시장대비 낮게 보유하였던 점과 음식료 업종의 부진 때문

으로 분석됩니다.

개별 매매로는 재건축 및 분양물량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는 건자재 업종 및 개별 지주회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건설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1)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2) 선진국의 경기 회복, 

3)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흐름 등이 있습니다.

브렉시트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우세하며 금융시장에서 브렉시트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반대하던 하원의원이 극우정당 지지자에 의해 피살되면서 

EU에의 잔류 여론이 우세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차례 금리인상을 감당할 만큼 양호한 경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펀드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때일 수록, bottom-up 관점에 기반

하여 기초체력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자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 된 지주회사들에 대하여 리서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급락한 

종목들에 대하여 옥석가리기를 진행하여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운용 경과 및 운용 계획

운용 경과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순위 업종명 비중

1 서비스업  16.24 

2 전기전자  13.64 

3 화학  11.34 

4 운수장비  9.53 

5 유통업  7.95 

(단위 : %)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7.54 

2 주식 POSCO  2.75 

3 주식 하나금융지주  2.13 

4 주식 한화테크윈  2.06 

5 주식 KT  1.99 

(단위 : %)

최근 1년 성과

- 1.52%

비교지수 : -1.42%
비교지수대비 : -0.10%pt

최근 3년 성과

+  12.42%

비교지수 : +5.69%
비교지수대비 : +6.73%pt

최근 5년 성과

+ 17.33%

비교지수 : -0.59%
비교지수대비 : +17.92%pt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는
저평가된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수익률 및 펀드 규모

(비교지수 : KOSPI 90% + CD91 10%)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2016. 6. 8. 기준)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

+0.61%

비교지수 성과 비교지수 대비

+3.78% -3.17%pt

최근 3개월 성과

펀드 순자산규모 증감률(3개월)

505,363백만원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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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누적) 수익률

손익 현황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마라톤증권
투자신탁A1호(주식)

 0.61  5.34  7.07 -1.52  3.39  12.42  17.33 

(비교지수 대비 성과) -3.17  1.63 -0.20 -0.10  1.46  6.73  17.92 

비교지수주)  3.78  3.71  7.27 -1.42  1.93  5.69 -0.59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7,777 0 0 0 0 0 0 0 0 14 -2,240 25,551 

당기 6,398 0 0 0 0 0 0 0 0 12 -2,174 4,236 

(단위 : %, %pt)

(단위 : 백만원)

주)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 2015.12. 9.~2016. 3. 8. / 당기 : 2016. 3. 9.~2016. 6. 8. 

 *  (   ) : 구성 비중

자산구성 현황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00,315
(98.0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414
(0.86)

5,574
(1.09)

510,303
(100.00)

합계 500,315 0 0 0 0 0 0 0 0 4,414 5,574 510,303

(단위 : 백만원, %)

3. 자산 현황

2. 수익률 현황

< 전  기 >
2015.12. 9. ~ 2016. 3. 8.      

< 당  기 >
2016. 3. 9. ~ 2016. 6. 8.     

주식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집합투자

채권

어음

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

98.0497.39

0.860.69

1.091.9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자산별 구성비중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기본 정보

재산 현황

1. 펀드의 개요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 52986 1등급

펀드종류 주식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5.12. 9.

운용기간 2016. 3. 9. ∼ 2016. 6. 8.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KEB하나은행

판매회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 39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저평가된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16. 3. 8.)
당기말

(2016. 6. 8.)
증감률

신영마라톤증권
투자신탁A1호(주식)

자산 총액 (A) 560,398 510,303 -8.94 

부채 총액 (B) 6,108 4,941 -19.11 

순자산총액 (C=A-B) 554,290 505,363 -8.83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529,432 479,736 -9.39 

기준가격주) (E=C/D×1000) 1,046.95 1,053.42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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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7.54 

2 주식 POSCO  2.75 

3 주식 하나금융지주  2.13 

4 주식 한화테크윈  2.06 

5 주식 KT  1.99 

순위 업종명 비중

1 서비스업  16.24 

2 전기전자  13.64 

3 화학  11.34 

4 운수장비  9.53 

5 유통업  7.95 

순위 업종명 비중

6 KOSDAQ  7.95 

7 철강및금속  6.06 

8 음식료품  5.47 

9 금융업  4.17 

10 기타  17.65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6 주식 GS  1.77 

7 주식 현대차  1.69 

8 주식 KCC  1.68 

9 주식 OCI  1.67 

10 주식 삼성물산우B  1.60 

(단위 : %)

(단위 : %)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대상 내역 상위 10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27,382 38,499 7.54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POSCO 62,432 14,016 2.75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하나금융지주 426,850 10,885 2.13 대한민국 KRW 금융업
한화테크윈 220,008 10,494 2.06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KT 328,769 10,159 1.99 대한민국 KRW 통신업
GS 173,287 9,046 1.77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현대차 61,988 8,647 1.69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KCC 21,394 8,568 1.68 대한민국 KRW 화학
OCI 87,264 8,508 1.67 대한민국 KRW 화학

삼성물산우B 85,087 8,160 1.60 대한민국 KRW 유통업
LG전자우 252,920 7,385 1.45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1%초과(1.47)
아세아 62,977 6,518 1.28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2.87)

E1 98,368 6,492 1.27 대한민국 KRW 유통업 1%초과(1.43)
대한제분 34,214 6,330 1.24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2.02)
일신방직 40,279 5,780 1.13 대한민국 KRW 섬유,의복 1%초과(1.68)

서연 480,312 5,355 1.05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2.14)
한국프랜지 366,840 5,319 1.04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6.02)
남양유업 7,358 5,290 1.04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1.02)
삼천리 44,922 5,054 0.99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업 1%초과(1.11)

대림산업우 153,445 4,450 0.87 대한민국 KRW 건설업 1%초과(4.04)
KCC건설 421,504 4,127 0.81 대한민국 KRW 건설 1%초과(1.97)

코오롱머티리얼 465,583 4,004 0.78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5.17)
다산네트웍스 538,972 3,924 0.77 대한민국 KRW IT H/W 1%초과(2.70)

삼영화학 1,863,154 3,102 0.61 대한민국 KRW 화학 1%초과(5.48)
CJ제일제당 우 14,215 2,992 0.59 대한민국 KRW 음식료품 1%초과(1.07)

수출포장 148,290 2,944 0.58 대한민국 KRW 종이,목재 1%초과(3.71)
세코닉스 180,065 2,917 0.57 대한민국 KRW 제조 1%초과(1.71)

차이나하오란 1,475,074 2,316 0.45 대한민국 KRW 전문기술 1%초과(2.73)
LG우 48,363 2,101 0.41 대한민국 KRW 서비스업 1%초과(1.46)
SJM 212,109 1,523 0.30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1%초과(1.36)

이녹스 127,635 1,512 0.30 대한민국 KRW IT H/W 1%초과(1.04)
화천기공 27,640 1,448 0.28 대한민국 KRW 기계 1%초과(1.26)

(단위 : 주, 백만원, %)

서비스업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유통업

KOSDAQ

철강및금속

음식료품

금융업 

기타

16.24

13.64

11.34

9.53

7.95

7.95

6.06

5.47

4.17

17.65

5.00 10.00 15.00 20.00 25.00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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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

2015.12. 9.~2016. 3. 8.
당기

2016. 3. 9.~2016. 6. 8.
금액 비율주1) 금액 비율주1)

신영마라톤증권
투자신탁A1호

(주식)

자산운용사 887 0.17 887 0.17 

판매회사 1,324 0.25 1,323 0.25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33 0.01 33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7 0.00 7 0.00 

보수합계 2,251 0.42 2,250 0.43 

기타비용주2) 4 0.00 4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53 0.01 92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0 0.00 35 0.01 

합계 74 0.01 127 0.02 

증권거래세 97 0.02 270 0.05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간 투자운용인력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2006. 5.15. ~ 현재
2012.10.17. ~ 2015. 2.12.

2014.10.13. ~ 현재

허남권
홍성수
장미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사항 없음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 연환산, %)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전기 : 2015.12. 9.~2016. 3. 8. / 당기 : 2016. 3. 9.~2016. 6. 8.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A)주1)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B)주2) 합계(A+B)

신영마라톤증권
투자신탁A1호(주식)

전기 1.7076 0.0954 1.8030

당기 1.7077 0.0763 1.7840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주) 부문장 54 111 8,204,477 6 1,446,803 2109000131

장미 운용역 29 6 34,475 0 0 2114000015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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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용어해설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ㆍ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하지

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

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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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

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

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

(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

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

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

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

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공지사항

각종 보고서 확인 : 신영자산운용     /   http://www.syfund.co.kr  /  02 - 6711 - 7500

금융투자협회    /    http://dis.kofia.or.kr

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단위 : %)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구분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721,458 38,135 5,383,936 90,178 17.40 69.03 

2015. 9. 9. ~ 2015.12. 8. 2015.12. 9. ~ 2016. 3. 8. 2016. 3. 9. ~ 2016. 6. 8.

9.01 6.1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