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91 신영고배당주식 투자신탁(Class A)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10.20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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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9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4년 10월 20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S K 증권
외환은행

대한투자증권
신흥증권

메리츠종합금융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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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155,947.94 부 채 총 액 1,739.33

순 자 산 총 액 154,208.62 기준가격(원)
전기말 1,062.21

당기말 1,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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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95.97  100.7 1,575.28   5,586.03 156,257.98

비 율 95.35  0.06 1.01   3.57

※ 미수입금:979.19 미수배당금:4606.84 미지급금:-61.4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1.19)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화재 2,773 402.50 428.43 25.93 0.3
CJ 13,914 1,421.65 1,440.10 18.45 1
CJ1우 43,869 1,992.36 2,197.84 205.48 1.5
LG상사 71,288 1,532.72 1,447.15 -85.57 1
제일모직 93,418 2,287.18 3,554.55 1,267.38 2.3
세아베스틸 131,160 2,176.93 2,282.18 105.25 1.5
대한전선 59,330 1,199.76 1,242.96 43.20 0.8
현대해상 291,790 2,950.13 3,355.59 405.45 2.2
한양증권 103,700 913.47 1,088.85 175.38 0.7
고려제강 13,890 349.02 334.75 -14.27 0.2
한국제지 33,058 1,250.97 912.40 -338.57 0.6
케이씨씨 11,319 2,394.61 3,022.17 627.56 2
한독약품 54,778 702.64 797.02 94.38 0.5
금호산업1우 114,141 1,029.97 843.50 -186.47 0.6
SK 41,287 2,322.57 2,935.51 612.93 1.9
현대약품 70,000 1,540.77 1,669.50 128.73 1.1
삼익THK 478,580 2,014.06 1,866.46 -147.59 1.2
부산은행 84,700 972.39 974.05 1.66 0.6
현대자동차1우 83,958 4,254.58 3,081.26 -1,173.32 2
현대자동차3우 18,015 856.25 594.50 -261.76 0.4
POSCO 25,255 5,503.91 7,664.89 2,160.98 5.1
풍산 130,111 2,121.10 2,530.66 409.55 1.7
삼성전자 16,845 9,914.18 9,854.33 -59.85 6.5
우리투자증권1우 149,079 1,682.30 1,803.86 121.56 1.2
LS전선 54,441 1,829.41 1,883.66 54.25 1.2
전북은행 180,009 1,351.54 1,557.08 205.54 1
한일건설 38,240 600.97 554.48 -46.49 0.4
애경유화 68,219 1,284.59 1,364.38 79.7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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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태경화학 238,986 599.90 492.31 -107.59 0.3
F&F 59,360 291.37 267.12 -24.25 0.2
호텔신라 47,609 511.62 633.20 121.58 0.4
SIMPAC 145,405 195.65 294.45 98.80 0.2
무림페이퍼 95,637 1,061.14 817.70 -243.44 0.5
현대중공업 29,907 2,212.00 4,007.54 1,795.54 2.6
한국프랜지공업 64,852 947.17 664.73 -282.44 0.4
화천기계 14,228 210.36 207.02 -3.34 0.1
금호석유1우 80,698 961.58 996.62 35.04 0.7
LG석유화학 146,761 3,517.60 3,896.50 378.90 2.6
동양기전 235,292 953.54 861.17 -92.37 0.6
한솔케미칼 333,521 2,886.59 2,614.80 -271.79 1.7
유니드 59,880 1,132.68 1,137.72 5.04 0.8
부산도시가스 33,052 695.23 659.39 -35.84 0.4
예스코 63,223 1,670.59 1,767.08 96.49 1.2
한국전력공사 142,672 4,894.42 6,220.50 1,326.08 4.1
태경산업 461,390 1,522.45 1,063.50 -458.95 0.7
환인제약 41,870 573.12 686.67 113.55 0.5
SK텔레콤 31,805 6,197.59 6,838.08 640.49 4.5
E1 41,850 1,646.02 1,969.04 323.03 1.3
SK가스 22,825 785.67 1,129.84 344.16 0.8
한라공조 144,218 1,470.71 1,571.98 101.27 1
와이지-원 186,595 501.59 487.01 -14.58 0.3
다우기술 159,977 1,015.08 971.06 -44.02 0.6
WISCOM 269,373 1,186.59 1,050.55 -136.03 0.7
기업은행 288,820 4,389.45 4,866.62 477.17 3.2
KT 145,688 6,269.45 6,825.48 556.03 4.5
세종공업 273,901 1,569.82 1,273.64 -296.18 0.8
KT&G 45,614 2,104.98 2,558.95 453.97 1.7
파라다이스 208,257 925.39 805.95 -119.44 0.5
인천도시가스 23,080 636.29 562.00 -74.29 0.4
G2R 255,658 4,242.14 3,297.99 -944.15 2.2
한국가스공사 143,237 5,002.37 5,364.23 361.86 3.5
성도이엔지 62,769 187.61 146.57 -41.05 0.1
오로라월드 43,568 140.81 139.42 -1.39 0.1
이루넷 273,743 822.37 602.23 -220.13 0.4
상신브레이크 167,100 314.66 284.07 -30.59 0.2
인탑스 61,395 1,631.12 1,461.20 -169.92 1
코메론 223,437 799.67 746.28 -53.39 0.5
LG화학1우 115,834 3,490.91 2,971.14 -519.77 2
국제엘렉트릭 38,326 239.33 321.94 82.61 0.2
에스에프에이 77,545 2,015.88 2,132.49 116.61 1.4
포항강판 79,407 1,740.93 1,286.39 -454.54 0.9
국민은행 27,251 2,071.45 1,989.32 -82.12 1.3
LG전자1우 64,159 2,788.56 1,976.10 -812.46 1.3
듀오백코리아 29,002 345.96 310.32 -35.64 0.2
유니퀘스트 124,155 826.30 893.92 67.61 0.6
GS(우선주) 49,644 855.71 925.86 70.15 0.6
동양이엔피 87,357 917.25 724.19 -193.06 0.5
에이치앤티 41,590 216.72 316.08 99.37 0.2
맥쿼리인프라 373,870 2,564.02 2,519.88 -44.13 1.7
LG패션 50,415 1,083.92 1,008.30 -75.62 0.7
전북은행배당(보) 11,300 56.50 97.75 41.2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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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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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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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론/신한은행 2007.01.19 82.66 0.01 2007.01.23 0.1
예금(4.04%) 2007.01.01 1,492.27 0.34 2007.01.31 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증금어음 100.00 100.70 4.7000 2006.11.27 2007.03.2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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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175 21,201.34 2,968,387 56,759.96 33.23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경과

주식 편입비는 대체로 95%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연말을 앞두고는 연말 현금 배당을 감안하여 배당주 위주로
2% 정도 주식편입비를 좀 더 높였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는 포트폴리오 종목 개비 작업으로 인해 종목수가 늘
어났었습니다만 10월에서 11월까지는 매도할 종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여름부터의 포트폴리오 정
비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동안 매도하여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LIG손해보험, GS건설, 신한지주, GS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등
입니다. 이로써 펀드의 투자 종목 수는 현재 78개 종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현대약품,
한일건설, 삼익THK, 인천도시가스 등 4종목이었습니다. 주요 매수종목은 삼익THK, 현대약품, POSCO, 한국가스공
사, CJ 등이었으며, 주요 매도종목은 GS홀딩스, LIG손해보험, 신한지주, 부산은행, GS건설 등이었습니다. 

현대약품은 음료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전체적인 수익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 되었고, 매
입 단가 기준으로 3% 정도의 배당수익률도 기대되어 충분한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 편입하였습니다. 한
일건설은 충분한 SOC수주를 기반으로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대형건설주 대비 절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절대 저평가 상태인데다 배당수익률 역시 3% 수준이 기대되어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도시가스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전형적인 배당주입니다. IPO 이후 매력적인 가격에 대
량 매수 기회가 있어 편입하였습니다. 삼익THK는 기계설비 업체로서 주력 분야에서 국내 60% 이상의 시장을 점
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배당수익률도 4% 수준이 기대되어 아직 설비투자 경
기가 호전되지 않은 현 시점이 적당한 투자시기라고 판단되어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의 비중은 축소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차원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
화, 경제의 안정성장기 진입으로 과거에 비해 은행의 대출 성장은 한단계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
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고 부산은행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지분 매각 부담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행의 비중을 소폭 높였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년간 투자해온 종목으로서 지속적
인 상승으로 지금까지 펀드의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종목입니다만 이번에 전부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건
설 경기는 바닥권에 있습니다만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연말 배당을 포함하여 지난 3개월간 가장 크게 펀드의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들은 한
국전력, POSCO, KT, SK텔레콤, LG석유화학 등이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보유비중이 높은 상위 종목들이면서도
배당주로서 연말, 연초까지 강세를 보여 펀드에 기여가 컸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우선주, 삼성전자, G2R, 



aitas@ora8i:rd_sics053.mrd 2007.02.13 09:56:20구애경 Page 4 of 6 신영고배당주식(A형) (2007.01.19)

2007년  1월 19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KT&G, 국민은행 등은 저조한 성과를 보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보유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에이
치앤티, 인터엠, SIMPAC, 애경유화, LG석유화학 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우선주는 수익률에
서도 저조하여 지난 3개월간 투자종목들 중에서는 최악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화강세로 인한 실
적 악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쳤었습니다. 나아가 상대
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가격에서도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애초에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환율과 관련한 위험요인들과 경쟁력 문
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판단에 대해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의 배당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은 종목별로 배당락 이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추가 매수하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2월달 정도 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
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연말 배당시즌 이후 1월~2월은 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단기 메리트가 떨어진 배당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는 배당주 펀드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후유증으로 이러한 배당주의 약세 현상이 어느 때 보다 심하
게 나타났었습니다. 올해는 배당주들이 작년과 같은 심각한 약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지난
1년여 사이에 배당주에 대한 지나친 과매수 상태는 충분히 해소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1분기에 업황이 저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IT업종, 그리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우량주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종의 삼성전자, LG전자우선주, CJ, KT&G 등과 펀드에 편입되지 않은 업종 대표주들도 아
울러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IT업종은 변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배당펀
드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매수 결정은 충분히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내릴 것입
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투자비중 조절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6,778.3    -11,544.5    10,013.4

당 기 6,253.6    6,137.2    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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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2.10 4.87 12.87 1.64 68.90

10.19 12. 2  2. 4  4.15  6.20  8.23 10.27 12.28  3. 6  5.10  7.13  9.18 11.22

1,794

1,744

1,694

1,644

1,594

1,544

1,494

1,444

1,394

1,344

1,294

1,244

1,194

1,144

1,094

1,044

99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2006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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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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728.3 14.2  

당  기 290.8 678.4 13.2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2.47 2.47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6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7개월)

01010120017

원주영 33
신영투신 운용지원팀(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6년10개월)

00010120012

박인희 31
Megadeal M&A (1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9개월)

06010120030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1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805.62 0.81 4.56
굿모닝신한증권 969.92 1.94 3.18       
한국투자증권 1,115.43 2.08 3.66 1,270.29 2.54 4.26 791.13 0.79 4.48
대우증권 365.01 0.73 1.20 994.31 1.99 3.33 1,041.04 1.04 5.90
신영증권 13,500.13 26.23 44.29 14,513.60 23.70 48.66 4,949.54 6.15 28.04
한양증권 1,784.83 3.57 5.86 1,464.40 2.93 4.91 976.42 0.98 5.53
우리투자증권 856.08 1.71 2.81    14.72 0.03 0.08
부국증권 254.92 0.51 0.84       
하나증권 479.87 0.96 1.57    3,468.04 3.72 19.64
현대증권 1,105.52 2.21 3.63 389.16 0.61 1.30 1,042.46 2.08 5.90
한화증권 2,073.60 4.11 6.80 898.14 1.80 3.01    
신흥증권 122.85 0.12 0.40 1,050.00 2.10 3.52    
유화증권 558.52 1.12 1.83 194.49 0.39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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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동양종합금융증권 160.50 0.32 0.53       
SK증권 223.37 0.45 0.73    30.52 0.06 0.17
NH투자증권    2,243.41 2.18 7.52    
브릿지증권       302.81 0.61 1.72
삼성증권 165.79 0.33 0.54       
동부증권 437.58 0.88 1.44 1,643.89 1.64 5.51    
한누리투자증권 1,183.59 2.37 3.88    863.34 1.73 4.89
맥쿼리증권서울지점       649.00 1.62 3.68
골드만삭스증권 906.71 2.27 2.97       
미래에셋증권    497.62 1.00 1.67    
키움닷컴증권 63.66 0.13 0.21       
노무라증권       998.03 1.51 5.65
푸르덴셜투자증권 3,175.99 6.35 10.42 2,570.98 5.14 8.62 609.76 1.22 3.45
대한투자증권 974.44 1.95 3.20       
이트레이드증권    1,639.67 0.82 5.50    
코리아RB증권중개       1,111.71 1.11 6.30
흥국증권    458.93 0.92 1.54    

합  계 30,478.30 60.34 100.00 29,828.88 47.74 100.00 17,654.11 23.46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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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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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1,035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3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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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30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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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