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511 프라임배당주식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7.02.16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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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4년 11월 16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국민은행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배당수익율이 높은 종목과 저평가된 가치우량주중심으로 자산의 60%이상을  중장기 투자하여 금리이상의
수익율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120,961.24 부 채 총 액 1,759.39

순 자 산 총 액 119,201.85 기준가격(원)
전기말 1,047.59

당기말 1,178.31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부동

산
실물
자산

특별
자산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평가액 114,511.09  4,000 1,961.41   488.74 120,961.24

비 율 94.67  3.31 1.62   0.40

※ 미수입금:236.94 미수배당금:251.79 미지급금:-408.22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5.1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진해운 12,469 281.58 482.55 200.97 0.4
삼성화재 6,279 653.57 1,045.45 391.89 0.9
삼성물산 28,118 877.17 1,209.07 331.91 1
CJ1우 12,579 523.60 553.48 29.87 0.5
LG상사 61,469 1,320.25 1,782.60 462.35 1.5
제일모직 59,391 1,359.95 1,998.51 638.55 1.7
세아베스틸 56,433 825.97 987.58 161.60 0.8
대한전선 44,510 951.70 1,246.28 294.58 1
현대해상 173,078 1,324.71 2,163.48 838.77 1.8
동일방직 12,365 636.43 997.86 361.43 0.8
신영증권 42,765 1,263.75 2,266.55 1,002.80 1.9
한양증권 111,060 928.58 1,510.42 581.84 1.3
고려제강 36,836 688.25 1,303.99 615.74 1.1
한국제지 14,464 413.49 439.71 26.22 0.4
케이씨씨 6,856 1,271.25 2,852.10 1,580.84 2.4
한독약품 24,742 299.69 483.71 184.01 0.4
일신방직 33,357 1,400.76 1,867.99 467.23 1.6
유화증권 23,486 219.13 448.58 229.45 0.4
LG1우 54,170 898.83 1,172.78 273.95 1
SK 22,167 1,208.84 2,305.37 1,096.53 1.9
포스렉 34,897 443.34 645.59 202.26 0.5
대덕GDS 124,511 1,189.48 1,177.87 -11.60 1
현대자동차1우 45,589 1,869.92 1,659.44 -210.48 1.4
현대자동차3우 29,132 1,154.94 965.73 -189.21 0.8
한국공항 17,531 404.91 1,058.87 653.96 0.9
POSCO 13,286 2,830.76 5,606.69 2,775.93 4.7
풍산 64,320 822.13 1,649.81 827.67 1.4
삼성전자 9,227 5,208.03 5,287.07 79.04 4.4
피제이전자 21,536 531.29 654.69 123.41 0.5
LS전선 40,429 1,184.57 2,098.27 913.69 1.7
전북은행 169,556 1,111.11 1,483.62 372.51 1.2
현대시멘트 17,448 514.17 758.12 243.9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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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SDI1우 25,367 1,232.29 952.53 -279.76 0.8
한일건설 44,610 700.92 727.14 26.23 0.6
애경유화 16,564 262.33 395.88 133.55 0.3
동아타이어 96,386 499.11 578.32 79.21 0.5
호텔신라 111,720 968.77 1,754.00 785.24 1.5
삼성전기1우 23,100 342.51 420.42 77.91 0.4
현대중공업 9,447 626.29 2,456.22 1,829.93 2
삼정펄프 5,438 221.29 249.06 27.77 0.2
한국프랜지공업 33,248 464.95 463.81 -1.14 0.4
화천기계 36,278 561.13 674.77 113.64 0.6
경동도시가스 10,341 327.88 459.66 131.77 0.4
LG석유화학 83,181 1,931.06 3,210.79 1,279.73 2.7
아가방 23,558 385.64 687.89 302.25 0.6
유니드 38,880 686.58 1,080.86 394.29 0.9
한국전력공사 115,414 3,912.01 4,697.35 785.34 3.9
태경산업 208,404 525.97 575.20 49.23 0.5
한세실업 232,825 260.99 803.25 542.26 0.7
SK텔레콤 18,161 3,529.90 3,886.45 356.56 3.2
E1 26,960 892.68 2,164.89 1,272.21 1.8
대교1우 14,445 485.98 601.63 115.65 0.5
세원정공 19,118 624.36 873.69 249.33 0.7
WISCOM 111,386 447.20 460.58 13.38 0.4
디씨엠 91,738 300.09 501.81 201.72 0.4
기업은행 93,800 1,268.50 1,711.85 443.35 1.4
에머슨퍼시픽 64,955 414.07 445.59 31.52 0.4
신도리코 23,460 1,296.75 1,454.52 157.77 1.2
제일기획 8,292 1,548.27 1,849.12 300.85 1.5
KT 102,854 4,299.00 4,433.01 134.01 3.7
세종공업 94,906 405.02 574.18 169.16 0.5
KT&G 24,735 1,039.26 1,681.98 642.72 1.4
SBS 24,913 1,292.25 1,169.67 -122.59 1
파라다이스 279,721 1,366.07 1,005.60 -360.47 0.8
인천도시가스 30,481 745.03 815.37 70.34 0.7
한국기업평가 50,866 598.03 1,154.66 556.63 1
G2R 107,080 1,786.37 1,477.70 -308.67 1.2
한국가스공사 94,372 3,117.27 3,869.25 751.98 3.2
성도이엔지 169,585 311.24 469.75 158.51 0.4
이건창호 205,469 733.61 1,027.35 293.73 0.9
이루넷 132,149 388.20 423.54 35.33 0.4
상신브레이크 187,467 369.99 342.13 -27.87 0.3
위닉스 119,421 379.84 349.31 -30.53 0.3
코메론 88,565 297.04 332.12 35.07 0.3
나라엠앤디 248,154 577.86 573.24 -4.62 0.5
LG화학1우 32,343 843.31 970.29 126.98 0.8
국제엘렉트릭 67,541 364.44 705.80 341.37 0.6
유신 28,820 257.06 466.88 209.82 0.4
포항강판 14,061 289.72 288.95 -0.77 0.2
삼영이엔씨 126,975 474.24 651.38 177.15 0.5
LG전자1우 45,809 1,745.74 1,685.77 -59.97 1.4
국보디자인 87,219 216.78 314.86 98.08 0.3
듀오백코리아 44,594 406.58 474.93 68.34 0.4
GS(우선주) 38,780 563.62 969.50 405.88 0.8
하나금융지주 29,790 1,335.46 1,388.21 52.75 1.2
맥쿼리인프라 187,680 1,347.16 1,484.55 137.39 1.2
LG패션 42,047 903.14 1,110.04 206.90 0.9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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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 (단위:계약,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자금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정기예금/조흥은행 2005.06.14 550.00 40.77 2007.06.14 0.5
콜론/농협중앙회 2007.05.15 1,245.02 0.15 2007.05.16 1
예금(4.04%) 2007.05.01 124.90 0.57 2007.05.31 0.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발행어음/신한은행 3,000.00 3,000.00 4.6200 2007.05.15 2007.05.16 2.5
발행어음/우리은행 1,000.00 1,000.00 4.6300 2007.05.15 2007.05.16 0.8
* 비율은 전체자산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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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905 7,484.96 1,388,230 30,338.83 27.29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성과

  동펀드는 지난 3개월간 12.67%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같은기간동안 KOSPI도 10.1%상승하여 지수와 비슷
한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는 4%정도의 상승에 그쳤고 연초부터 미국의 부동산대출시장의 부실
채권문제확대, 일본의 금리인상가능성에 따른 엔화대출국제투자자금의 환류가능성, 중국의 경기과열을 둔화시키
기위한 경기억제정책등의 가능성으로 연초부터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주식시장
은 계속 신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펀드가 주로투자하고 있는 고배당관련 가치주군들도 예년과는 다르게 연초부터  대체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수의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경기선행지
표는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수차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시중의 유동성자금도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주식
시장이 그동안 조정다운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금들이 중국이나 일본관련
펀드등 해외투자펀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펀드시장흐름은 국내시장에서 국외로 바뀌고 있기는 하난 다행스럽게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외쳤던 해외자금들이 국내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1600P를 넘어 강한상승추세를 계속중입니다. 그
렇지만 수출관련 대형주중심의 지수상승국면이라기 보다는 종목별로 저평가가치주중심의 주가재평가작업이 이어
지고 있는 중이라 상대적으로는 동펀드의 운용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자기간도 일반투자가들조차 투자기간을 길게 잡는 추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자산가치대비, 수익가치대비저
평가되어있는 경기비탄력적인 종목들이 강한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성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없이 상승한 장세라 단기조정도 예상되지만 연말까지 보면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하여 펀드의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
다. 최근들어서는 주식시장이 아시아권 타국가들도 보다도 강세의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신규유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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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그동안 펀드는 주식시장의 강세를 고려하여 가능한 최고 편입한도에서 주식을 보유하여 왔습니다.편입비율이
96%수준에서 항상 유지를 하였는데 지난 3개월간의 운용전략은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기간중에 보유종목중 수급으로 인하여 하락하고 있는 종목중 배당수익률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이 되
는 종목중심으로는 보유비중을 늘렸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상승시에는 환매규모가 늘어나고 하락시에는 반이상으로 감소하고 신규유입되는 자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상승시에는 매도규모를 늘리고 하락시에는 최소한 매도하거나 종목별 매수를 함으로써 시장상황과 반대
로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시에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같은 비중으로 매도하고 매수는 상대적으
로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중심으로 편입비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유종목중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커서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동아타이어, 이건창호, 인천도시가스, 코메
론, 태경산업, 한국전력공사, 하나금융지주, KT, LG전자우선주, 한국공항, 제일모직, 등을 추가매수하였습니다.

 신규편입종목으로는 삼정펄프, 에머슨퍼시픽을 매수하였습니다.

   삼정펄프는 화장지원단과 두루마리화장지, 미용티슈,및 기타위생용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경기에 관계없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성장을 하는 회사이며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순자산가치가 높으며 배당도 매년 20%에 이
르며 매년 수익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보유목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에머슨퍼식픽은 힐튼남해리조트를 운용하는 골프장운영업체입니다. 자산가치가 높고 07년부터 골프장운영 및
콘도매출본격화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금강산골프리조트를 건설완료하여 대
북관계개선에 따라서 분양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개성등 북한내 주요지역에 추가진출이 계획되어 있
어 향후 대북경헙주로서 주목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배당을 계획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투자시각에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짧은 폭의 조정은 있었지만 강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
로 인하여 지수영향력이 큰 대표기업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중심으로 순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어느때보다도 종목중심장세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장세에서 좀더나은 수익획득을 위하여 철저하게 저평가
종목중심으로 앞서가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실물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동성의 영향으로 강한 상
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큰 규모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이
방향성을  확실히 보이든가 아니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하며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유종목중 목표가 근처에 도달한 종목중심으로는 분할매도를 하고 보유종목중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유
틸리티 , IT, 운수장비관련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펀드의 특성상 주가움직임이 없을 때 매수를 해야 낮은가격에 많은 수량를 확보할 수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편입비율은 96%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상대적 저평가종목군으로 교체매매를 지속하겠습니다.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수익률누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저평가된 주식에 일관성있는 투자를 지속하
고자 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불안하실 수있지만 동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
할수록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입니다. 지난 기간 저희 펀드에 많은 신뢰를 보내 주셨듯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의 수익은 아니지만 최적의 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운용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22,645.3    8,562.2    3,802.6

당 기 28,728.1    16,343.0    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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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7.71 12.62 17.83 18.35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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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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7 657.3 11.3  

당  기 212.0 494.6 8.5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2.67 2.65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10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11개월)

01010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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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박인희 32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년1개월)

06010120030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5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3월 04월 05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378.49 0.38 4.40
굿모닝신한증권 46.59 0.09 0.30 103.80 0.20 0.77    
한국투자증권 1,790.17 1.79 11.39 184.17 0.20 1.36 52.63 0.05 0.61
대신증권 4.07 0.01 0.03 147.01 0.21 1.09 294.06 0.29 3.42
대우증권 1,235.46 1.24 7.86 54.13 0.05 0.40 989.07 0.99 11.51
신영증권 7,907.99 8.80 50.32 5,735.40 5.91 42.45 4,018.42 4.02 46.75
한양증권       239.53 0.24 2.79
우리투자증권       27.77 0.03 0.32
부국증권    828.33 0.90 6.13    
현대증권 35.53 0.04 0.23 0.03 0.00 0.00    
한화증권 10.39 0.02 0.07    38.96 0.04 0.45
유화증권    718.05 0.72 5.31 53.64 0.09 0.62
동양종합금융증권    853.03 0.85 6.31 192.85 0.10 2.24
SK증권    25.37 0.03 0.19 60.64 0.06 0.71
NH투자증권       311.24 0.33 3.62
브릿지증권       70.04 0.07 0.81
삼성증권 364.23 0.36 2.32 78.08 0.16 0.58    
동부증권 1,109.82 0.63 7.06 47.88 0.10 0.35    
한누리투자증권    55.38 0.11 0.41 3.24 0.00 0.04
맥쿼리증권서울지점    342.95 0.69 2.54 339.66 0.68 3.95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451.00 1.13 3.34    
CJ투자증권    45.03 0.09 0.33 14.47 0.01 0.17
미래에셋증권 73.96 0.15 0.47 555.29 0.66 4.11    
키움닷컴증권 1.36 0.00 0.01 793.83 0.94 5.88 134.02 0.14 1.56
리딩투자증권       48.60 0.05 0.57
노무라증권    69.92 0.14 0.52 97.16 0.19 1.13
푸르덴셜투자증권 64.70 0.13 0.41 400.57 0.40 2.96 702.02 0.69 8.17
대한투자증권 1,002.44 1.02 6.38 97.36 0.10 0.72    
다이와증권    266.53 0.67 1.97    
이트레이드증권       207.26 0.06 2.41
코리아RB증권중개 889.99 0.89 5.66 53.90 0.11 0.40 25.61 0.03 0.30
흥국증권 1,179.32 0.73 7.50 1,604.29 1.62 11.87 297.06 0.30 3.46

합  계 15,716.02 15.91 100.00 13,511.32 15.99 100.00 8,596.45 8.85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3월 04월 05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3월 04월 05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신영증권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486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7,66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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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2007.02.16 268,128
정관일부 변경의 건 268,128    
이사 선임의 건 268,128    

케이씨씨 2007.02.23 10,868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868    
정관일부 변경의 건 1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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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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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씨씨 2007.02.23 10,868
이사선임의 건 10,868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868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868    

일신방직 2007.02.23 37,036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7,036    
이사선임의 건  37,036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7,036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7,036    

POSCO 2007.02.23 22,851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851    
정관일부 변경의 건 22,851    
이사 선임의 건 22,85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851    

삼성물산 2007.02.28 41,660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1,660    
정관일부 변경의 건 41,6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1,660    

제일모직 2007.02.28 90,561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56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0,561    
이사 선임의 건 90,561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0,56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0,56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0,561    

삼성전자 2007.02.28 12,133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133    
사외이사 선임의 건 12,133    
사내이사 선임의 건 12,13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13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133    

호텔신라 2007.02.28 178,740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8,740    
이사 선임의 건 178,740    
감사 선임의 건 178,740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178,740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178,740    

제일기획 2007.02.28 13,338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338    
이사 선임의 건 13,338    
감사 선임의 건 13,338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3,338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3,338    

SBS 2007.02.28 36,993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993    
이사 선임의 건 36,993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6,993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6,993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36,993    
분할 신설회사 이사 선임의 건 36,993    
분할 신설회사 감사 선임의 건 36,993    
분할 신설회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6,993    
분할 신설회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6,993    

WISCOM 2007.03.02 152,356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2,356    
이사 선임의 건 152,356    
감사 선임의 건 152,35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2,35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2,356    

포항강판 2007.03.05 20,041

제19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20,041    
제19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20,041    
이사 선임의 건 20,04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0,041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0,041    

LG상사 2007.03.07 89,213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9,213    
정관일부 변경의 건 89,213    
이사 선임의 건 89,21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89,21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9,213    

SK 2007.03.09 37,615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7,615    
이사 선임의 건 37,61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37,615    

경동도시가스 2007.03.09 14,000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000    
이사 선임의 건 14,0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4,000    

LG석유화학 2007.03.09 157,581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7,581    
이사선임의 건 157,58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57,581    

SK텔레콤 2007.03.09 29,381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9,38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9,381    
사내이사 선임의 건 29,38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9,381    



aitas@ora8i:rd_sics053.mrd 2007.06.11 10:38:57구애경 Page 8 of 10 프라임배당주식 (2007.05.15)

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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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2007.03.09 29,381 이사 선임의 건 29,381    

KT&G 2007.03.14 40,987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987    
사장 선임의 건 40,987    
사외이사 선임의 건 40,987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40,98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0,987    
상임이사 퇴직금지금규정변경의건 40,987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건 40,987    

대한전선 2007.03.15 70,37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0,370    
정관일부 변경의 건 70,370    
이사 선임의 건 70,370    
사외이사 선임의 건 70,370    
감사 선임의 건 70,37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0,37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0,370    

한진해운 2007.03.16 22,909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909    
이사 선임의 건 22,909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2,90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2,909    

세아베스틸 2007.03.16 85,373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5,373    
이사 선임의 건 85,373    
감사 선임의 건 85,37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5,37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5,373    

동일방직 2007.03.16 15,382

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382    
이사 선임의 건 15,382    
감사 선임의 건 15,382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382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382    

고려제강 2007.03.16 45,266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5,26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5,266    
이사 선임의 건 45,266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5,266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5,266    

한국제지 2007.03.16 20,874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87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0,874    
이사 선임의 건 20,87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87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87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20,874    

한진중공업 2007.03.16 37,177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7,177    
정관 변경의 건 37,177    
이사 선임의 건 2명  37,177   
이사 선임의 건 5명 37,17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7,177    

대덕GDS 2007.03.16 199,499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9,499    
이사 선임의 건 199,499    
감사 선임의 건 199,499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9,499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99,499    

한국공항 2007.03.16 24,061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06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6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61    

풍산 2007.03.16 99,590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9,590    
이사 선임의 건 99,59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9,59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9,590    

LS전선 2007.03.16 67,484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7,484    
이사선임의 건 67,48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7,484    

현대시멘트 2007.03.16 23,648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648    
이사 선임의 건 23,648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3,648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3,648    

한일건설 2007.03.16 60,00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0,000    
이사 선임의 건 60,00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0,00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0,000    

현대중공업 2007.03.16 31,240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24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1,240    
이사 선임의건 31,240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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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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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2007.03.16 31,24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1,240    

화천기계 2007.03.16 47,168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7,168    
이사 선임의 건 47,168    
감사 선임의 건 47,168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7,168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7,168    

한세실업 2007.03.16 326,675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26,67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26,675    
이사 선임의 건 326,67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6,67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6,675    

E1 2007.03.16 31,833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833    
이사 선임의 건 31,833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31,833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31,833    

SK가스 2007.03.16 22,193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19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2,193    
이사 선임의 건 22,19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2,19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2,193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22,193    

KT 2007.03.16 126,134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6,134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6,13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 126,134    
이사선임의 건 126,13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26,134    

파라다이스 2007.03.16 402,260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2,260    
이사 선임의 건 402,260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02,260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02,260    

기업은행 2007.03.22 152,890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2,890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152,89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52,890    

애경유화 2007.03.23 24,614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61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61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614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24,614    

한국프랜지공업 2007.03.23 48,108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8,108    
이사 선임의 건 48,10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8,10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8,108    

아가방 2007.03.23 33,694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69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3,694    
이사 선임의 건 33,69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69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694    

유니드 2007.03.23 54,210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4,210    
감사 선임의 건 54,21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2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210    

태경산업 2007.03.23 159,678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9,678    
이사 선임의 건  159,678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9,678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9,67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59,678    

신도리코 2007.03.23 34,153

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4,153    
이사 선임의 건 34,153    
감사 선임의 건 34,15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4,15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4,15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4,153    

세종공업 2007.03.23 137,906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7,90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37,906    
이사 선임의 건 137,906    
감사 선임의 건 137,90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7,90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7,906    

G2R 2007.03.23 150,830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0,830    
이사 선임의 건 150,83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83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830    
집행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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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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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닉스 2007.03.23 169,355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9,355    
이사 선임의 건 169,355    
감사 선임의 건 169,35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9,35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9,355    

유신 2007.03.23 43,786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3,786    
이사 선임의 건 43,78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78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786    

듀오백코리아 2007.03.23 58,356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8,356    
이사 선임의 건 58,356    
상근감사 선임의 건 58,35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8,35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8,356    

하나금융지주 2007.03.23 22,877

제2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건 22,877    
제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2,877    
정관 변경의 건 22,877    
이사 선임의 건 22,877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877    
이사 선임의 건 22,87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87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22,877    

맥쿼리인프라 2007.03.23 270,170 감독이사 선임 270,170    

LG패션 2007.03.23 68,390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8,39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8,390    

피제이전자 2007.03.26 29,726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9,726    
이사 선임의 건 29,726    
감사 선임의 건 29,72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9,72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9,726    

한국전력공사 2007.03.26 160,541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0,541    
사장 선출의 건 160,541    

한국가스공사 2007.03.26 142,292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으 건 142,29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42,292    
이사 선임의 건 142,29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2,29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2,292    
2007년도 경영목표 승인의 건 142,292    

삼영이엔씨 2007.03.26 150,648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0,648    
이사 선임의 건 150,648    
감사 선임의 건 150,64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64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648    

국보디자인 2007.03.28 113,426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3,426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3,426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3,426    

한독약품 2007.03.29 31,592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592    
정관 일부 변겨의 건 31,592    
이사 선임의 건 31,59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1,592    

한국기업평가 2007.03.29 53,358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3,358    
이사 선임의 건 53,35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3,35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3,35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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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