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71 신영밸류고배당주식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11.26 ~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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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3년 05월 26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한화증권
삼성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부국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한국투자증권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에이브레인

투자신탁의 특징

주식편입비 60% 이상의 주식형 펀드. 배당주 위주의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106,808.66 부 채 총 액 2,457.37

순 자 산 총 액 104,351.29 기준가격(원)
전기말 1,111.36

당기말 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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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36.63  900.34 1,393.7   4,478.00 106,808.66

비 율 93.66  0.84 1.3   4.19

※ 미수입금:1724.67 미수배당금:2753.33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2.2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진해운 14,097 316.57 476.48 159.91 0.5
삼성물산 25,780 777.21 821.09 43.88 0.8
건설화학 78,860 622.49 1,131.64 509.15 1.1
CJ1우 13,472 482.42 592.77 110.35 0.6
LG상사 51,614 1,105.47 1,140.67 35.20 1.1
제일모직 55,705 1,112.70 2,208.70 1,096.00 2.1
세아베스틸 52,490 665.20 866.09 200.89 0.8
대한전선 42,030 897.86 895.24 -2.62 0.9
현대해상 157,525 929.20 2,000.57 1,071.37 1.9
동일방직 11,501 444.63 885.58 440.94 0.9
신영증권 35,359 1,046.35 1,739.66 693.31 1.7
한양증권 102,423 846.07 1,346.86 500.79 1.3
고려제강 34,223 561.78 949.69 387.91 0.9
한국제지 24,861 744.02 688.65 -55.37 0.7
케이씨씨 5,438 805.18 1,419.32 614.14 1.4
한독약품 32,444 362.45 483.42 120.97 0.5
삼영무역 187,710 329.83 525.59 195.76 0.5
선창산업 62,395 1,097.62 2,140.15 1,042.53 2.1
유화증권 42,863 430.96 760.82 329.86 0.7
LG1우 48,131 794.53 813.41 18.89 0.8
SK 24,469 1,252.67 2,079.87 827.20 2
포스렉 52,793 680.47 805.09 124.62 0.8
대덕GDS 134,734 1,268.57 1,131.77 -136.80 1.1
부산은행 66,090 526.45 892.22 365.76 0.9
현대자동차1우 36,637 1,284.52 1,436.17 151.6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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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현대자동차3우 25,468 860.25 923.22 62.96 0.9
POSCO 14,406 2,816.37 5,409.45 2,593.08 5.2
풍산 66,007 827.12 1,306.94 479.82 1.3
삼성전자 8,871 4,802.38 5,260.50 458.12 5.1
전북은행 113,275 574.70 1,011.55 436.85 1
현대시멘트 18,717 552.90 625.15 72.25 0.6
삼성SDI1우 21,312 1,063.70 892.97 -170.72 0.9
한일건설 40,080 628.74 625.25 -3.50 0.6
애경유화 29,819 505.75 554.63 48.88 0.5
태경화학 152,580 350.90 315.84 -35.06 0.3
동아타이어 69,680 359.57 368.61 9.03 0.4
서흥캅셀 61,956 350.32 350.05 -0.27 0.3
호텔신라 86,765 630.02 1,284.12 654.10 1.2
삼성전기1우 22,066 338.05 411.53 73.48 0.4
현대중공업 18,971 1,016.79 3,149.19 2,132.39 3
한국프랜지공업 44,467 635.96 473.57 -162.39 0.5
화천기계 32,250 493.91 486.98 -6.94 0.5
경동도시가스 10,350 328.20 376.22 48.02 0.4
LG석유화학 86,900 2,024.25 2,793.84 769.59 2.7
유니드 42,370 729.06 834.69 105.63 0.8
한국전력공사 101,759 3,227.22 4,126.33 899.10 4
태경산업 230,595 602.72 564.96 -37.76 0.5
한세실업 365,971 379.30 1,070.47 691.16 1
SK텔레콤 18,648 3,471.18 3,636.36 165.18 3.5
E1 26,672 757.53 1,360.27 602.75 1.3
SK가스 18,041 503.63 1,024.73 521.10 1
대교1우 11,063 370.58 446.95 76.37 0.4
세원정공 21,217 677.24 710.77 33.53 0.7
WISCOM 181,650 607.86 721.15 113.29 0.7
디씨엠 85,577 278.16 343.16 65.01 0.3
동서 28,602 403.44 669.29 265.85 0.6
신도리코 22,535 1,216.91 1,221.40 4.49 1.2
제일기획 7,190 1,239.95 1,628.54 388.59 1.6
KT 82,269 3,362.59 3,562.25 199.66 3.4
세종공업 88,729 383.04 399.28 16.24 0.4
KT&G 21,660 821.90 1,277.94 456.04 1.2
SBS 18,400 933.19 943.92 10.73 0.9
파라다이스 252,418 1,155.84 883.46 -272.38 0.9
인천도시가스 21,670 515.33 521.16 5.83 0.5
한국기업평가 45,932 531.65 920.94 389.28 0.9
G2R 73,613 1,258.37 1,015.86 -242.51 1
한국가스공사 93,679 2,845.16 3,536.38 691.22 3.4
이건창호 128,145 453.16 467.73 14.57 0.5
이루넷 166,582 512.72 361.48 -151.24 0.4
상신브레이크 228,830 482.02 395.88 -86.15 0.4
위닉스 110,420 347.52 315.80 -31.72 0.3
코메론 180,135 651.40 598.95 -52.45 0.6
나라엠앤디 285,340 547.05 570.68 23.63 0.6
LG생활건강1우 33,187 661.69 1,576.38 914.69 1.5
LG화학1우 45,387 1,157.10 1,125.60 -31.50 1.1
국제엘렉트릭 54,406 315.11 436.88 121.77 0.4
포항강판 20,218 401.62 336.63 -64.99 0.3
에스피지 228,007 815.80 763.82 -51.97 0.7
LG전자1우 45,973 1,745.48 1,581.47 -164.01 1.5
휴켐스 48,085 186.46 454.40 267.95 0.4
듀오백코리아 65,757 576.91 739.77 162.86 0.7
GS(우선주) 42,744 596.66 807.86 211.20 0.8
하나금융지주 17,775 765.49 950.96 185.47 0.9
맥쿼리인프라 158,490 1,135.86 1,125.28 -10.58 1.1
LG패션 42,261 900.60 906.50 5.90 0.9
전북은행유상(보) 18,871 119.26 168.52 49.25 0.2
동일방직배당(보) 293 1.47 22.56 21.10 0
전북은행배당(보) 6,510 32.55 58.13 25.5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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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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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07.01.04 300.00 6.56 2007.03.12 0.3
콜론/한국수출입은행 2007.02.23 956.13 0.35 2007.02.26 0.9
예금(4.04%) 2007.02.01 130.01 0.65 2007.02.28 0.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증금어음 900.00 900.34 4.5500 2007.02.23 2007.02.2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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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328 5,956.86 1,470,551 20,436.42 19.35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현황

  신영밸류고배당 주식형은 지난 3개월간 4.05%  상승하였고 지난 6개월간은 16.5% 상승하였습니다. 연간수익률
로도 11.02%를 달성하여 원래 기본운용목표인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키는 전략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예년에는 연초장세가 배당락휴유증으로 인하여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 펀드수익률도 예상과 다르게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
다.  지난해말 동펀드의 예상배당수익률은 2.4%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수익성악화로
인하여 배당예상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현재 확정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률이 추정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예전보다 줄었어도 주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배당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됩니다. 고배당주에 장기투자하는 동펀드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향후에도 신뢰관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밸류고배당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전략을 지수의 움
직임과 무관하게 종목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일정부분 시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 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0.6배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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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주식형펀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습니다만 강세장에서는 지수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특
징이 있습니다. 지수대비 상대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잘하거나 못할수있습니
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있게 투자를 하고 예상된 결과를 얻느냐하는 문
제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4년동안이러한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향후에도 꾸준하
게 지속할 것입니다.

  동펀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의 재투자를 포함하여 복리의 장기채권투자개념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
에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누적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항상 타펀드 대비하여 최고의 수익률은 어렵겠
지만 적정수익률을 누적시켜나갈 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후 3개월간은 평균 주식편입비율을 최고96%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작년하반기  들어서 부터는  펀드의 수익율이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고배당우량가치주군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자산가격상승에 따른 내재가치상승효과로 인하여 급격한 순환상승세를 보여 주
었고 이러한 장세변화의 효과와 연말효과 즉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펀드의
수익률개선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월들어서 한국자본시장에서도 많은 여유자금들이 해외관련상품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
급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만 올해
는 더욱더 극명하게 국외와 국내가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조정국면은 회복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상승시마다 계속되는 환매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최소한만
매도중이며  비중을 늘릴종목에 대하여 연구중입니다.

  지난 3개월간은 실질적으로 펀드로의 자금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이 많아 해지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를 동일비율내에서 매도하였고 매수시에는  보유한 종목중에서 특히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가치주군을 따
로 분류하여 종목별로 매수하였습니다. 신규매수하거나 추가매수한 종목으로는  세원정공, 태경산업, 한일건설,
현대약품, 현대자동차1우, sbs등이 있습니다. 

  세원정공은 현대차의 아반테, 투싼, 트라제, 테라칸 및 기아차의 오피러스 등에 member류 부품을 납품하는 프
레스 부품 전문업체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높은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뉴아반떼를 통한 판매단가
인상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중국공장도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분법 평가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
입하였습니다.

  한일건설은 한일시멘트의 계열회사인 중소형 건설회사인데 안정적인 SOC수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주가수준또한 대형사평균보다 절반이하로 저평가 되어 있으며 예상배당수익율도 3.0%이상기대되어 신
규매수하였습니다.

  태경산업은 기존의 장기보유종목인데 배당락후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급락세를 보여 장기배당투자를 목적으로
추가매수하였습니다.

  연초 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신년이 되어도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동향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조정모
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외국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전고점수준까지 지수는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계속환매가 이어지고 있어 종목별로는 매물압박이 심한상태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이용하여 현
재는 보유종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저평가정도가 높은 종목으로 투자비율을 올리고 시
세차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기관련주등은 분할매도 중입니다.

* 운용전략

  연초의 고배당주 펀드의 투자전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목별로 배당락이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선별적으
로 추가매수하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2개월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펀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시장전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다수의 전망과는 달리 이어지는 환매의 영향으로 인
하여 종목별로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더 기본에 충실
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펀드의  목적에 맞게 일관성있는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동펀드의 목적은 배당수익율을 기본으로 하여 저평가된 주식에 장기투자하여 금리이상의 수익을 누적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동펀드는 특성상 지수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도 하락위험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매 수요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다시 편입비율을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
입니다. 지난 4년여간 동펀드의 투자철학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변함없이 동펀드의
투자목적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25,492.2    6,560.5    334.8

당 기 22,813.8    11,185.1    3,164.0

* 기타손익 : 채권상환손익, 현금/수익증권 매매(상환)손익, 수입이자, 배당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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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3.71 4.05 16.50 11.02 150.23

 5.26  8.11 11.28  3.22  7. 8 10.25  2. 7  5.30  9.13 12.28  4.14  8. 3 11.21

2,537

2,43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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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1,737

1,63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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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1,137

1,037

 2003  2003  2003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6  2006  2006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2.23 12. 5  8.18  4.27  1.11  9.26  6.10  2.21 11. 3  7.16  3.30 12. 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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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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259.0 8.5 5.7

당  기 107.4 250.7 8.3 5.5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53 1.49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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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7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8개월)

01010120017

원주영 34
신영투신 운용지원팀(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6년11개월)

00010120012

박인희 32
Megadeal M&A (1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개월)

06010120030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2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406.52 0.48 5.11 206.69 0.41 2.90    
굿모닝신한증권    148.06 0.30 2.08    
대신증권 152.51 0.31 1.92    1,070.47 1.07 9.47
대우증권    667.25 0.67 9.36    
신영증권 2,351.21 2.65 29.55 1,667.65 2.51 23.38 3,102.38 3.12 27.44
한양증권 1,553.84 1.58 19.53    426.96 0.46 3.78
우리투자증권 335.31 0.34 4.21    6.26 0.01 0.06
부국증권       96.74 0.19 0.86
하나증권    1,224.53 1.56 17.17 64.06 0.13 0.57
현대증권 74.32 0.02 0.93 696.48 1.39 9.77 1,158.22 1.39 10.24
한화증권 35.28 0.07 0.44 567.41 0.81 7.96    
유화증권 6.20 0.01 0.08    84.20 0.08 0.74
동양종합금융증권 345.72 0.37 4.35 91.86 0.15 1.29    
SK증권    194.18 0.39 2.72    
NH투자증권       510.61 0.57 4.52
브릿지증권    66.97 0.13 0.94 266.19 0.53 2.35
삼성증권 38.99 0.08 0.49    888.70 0.92 7.86
동부증권    636.62 0.64 8.93 2,446.61 2.46 21.64
한누리투자증권    16.17 0.03 0.23    
CJ투자증권    889.15 0.94 12.47    
미래에셋증권       46.49 0.05 0.41
푸르덴셜투자증권 1,325.66 1.73 16.66    75.01 0.15 0.66
이트레이드증권 211.35 0.11 2.66       
코리아RB증권중개 153.42 0.31 1.93    119.83 0.12 1.06
흥국증권 965.55 1.07 12.14 58.46 0.12 0.82 943.21 0.94 8.34

합  계 7,955.87 9.11 100.00 7,131.46 10.04 100.00 11,305.95 12.19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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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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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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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2006.11.28 53,790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53,790    
경동도시가스 2006.12.28 10,760 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의 건 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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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5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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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2007.02.16 176,105
정관일부 변경의 건 176,105    
이사 선임의 건 176,105    

케이씨씨 2007.02.23 6,083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083    
정관일부 변경의 건 6,083    
이사선임의 건 6,08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083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083    

POSCO 2007.02.23 16,560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56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6,560    
이사 선임의 건 16,5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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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