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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7.01.20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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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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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84.65 부 채 총 액 3,034.74

순 자 산 총 액 117,749.91 기준가격(원)
전기말 1,048.54

당기말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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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98.5  2,800.35 2,891.41   517.96 121,008.22

비 율 94.87  2.31 2.39   0.43

※ 미수배당금:517.96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4.19)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CJ 9,015 920.15 865.44 -54.71 0.7
CJ1우 33,914 1,539.15 1,422.69 -116.46 1.2
LG상사 72,668 1,564.87 1,798.53 233.66 1.5
제일모직 64,998 1,603.80 2,427.68 823.87 2
세아베스틸 96,900 1,607.25 1,579.47 -27.78 1.3
대한전선 71,960 1,472.91 1,892.55 419.64 1.6
현대해상 246,470 2,644.25 3,241.08 596.83 2.7
한양증권 70,640 624.47 819.42 194.95 0.7
고려제강 9,810 246.68 285.96 39.28 0.2
케이씨씨 7,795 1,652.80 2,541.17 888.37 2.1
한독약품 45,068 579.33 779.68 200.34 0.7
금호산업1우 83,741 749.68 845.78 96.10 0.7
LG 35,330 1,111.92 1,183.56 71.63 1
SK 26,747 1,514.33 2,565.04 1,050.70 2.1
현대약품 70,000 1,540.77 1,855.00 314.23 1.5
삼익THK 349,820 1,469.76 1,450.00 -19.75 1.2
현대자동차1우 64,438 3,172.81 2,126.45 -1,046.36 1.8
현대자동차3우 16,675 771.17 547.77 -223.40 0.5
POSCO 11,851 2,582.73 4,337.47 1,754.73 3.6
풍산 89,661 1,465.85 2,277.39 811.53 1.9
삼성전자 10,797 6,350.63 6,143.49 -207.14 5.1
우리투자증권1우 159,965 1,848.53 1,967.57 119.04 1.6
LS전선 36,481 1,226.00 1,838.64 612.64 1.5
전북은행 162,460 1,165.81 1,493.01 327.20 1.2
삼성SDI 17,993 1,096.04 1,016.60 -79.44 0.8
한일건설 30,720 482.51 554.50 71.98 0.5
애경유화 45,379 853.83 930.27 76.44 0.8
태경화학 181,426 454.18 415.47 -38.7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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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호텔신라 31,409 338.38 510.40 172.02 0.4
무림페이퍼 75,827 818.04 671.07 -146.97 0.6
현대중공업 17,618 1,325.13 3,594.07 2,268.94 3
금호석유1우 62,448 744.06 1,017.90 273.84 0.8
현대모비스 14,540 1,163.14 1,167.56 4.42 1
LG석유화학 78,218 1,874.75 2,350.45 475.70 2
한솔케미칼 210,601 1,821.62 1,958.59 136.97 1.6
유니드 47,290 894.60 1,134.96 240.36 0.9
부산도시가스 23,192 487.49 505.59 18.09 0.4
예스코 48,943 1,294.89 1,458.50 163.62 1.2
한국전력공사 90,273 3,233.91 3,471.00 237.09 2.9
태경산업 348,930 1,131.08 978.75 -152.33 0.8
환인제약 33,190 455.99 529.38 73.39 0.4
SK텔레콤 21,149 4,120.27 4,071.18 -49.09 3.4
E1 31,006 1,222.81 1,844.86 622.04 1.5
SK가스 15,366 528.92 1,014.16 485.23 0.8
한라공조 96,828 987.28 1,021.54 34.26 0.9
와이지-원 130,050 349.53 433.72 84.19 0.4
롯데쇼핑 5,067 1,681.88 1,846.92 165.04 1.5
WISCOM 214,793 944.63 874.21 -70.42 0.7
기업은행 145,158 2,236.33 2,750.74 514.42 2.3
KT 107,228 4,586.32 4,401.71 -184.61 3.7
세종공업 155,301 856.62 1,000.14 143.52 0.8
KT&G 27,000 1,250.23 1,738.80 488.57 1.4
파라다이스 145,821 645.68 519.85 -125.83 0.4
인천도시가스 17,125 471.47 454.67 -16.80 0.4
G2R 231,268 3,715.82 3,052.74 -663.08 2.5
한국가스공사 120,927 4,235.30 4,564.99 329.69 3.8
성도이엔지 46,145 137.56 137.05 -0.51 0.1
오로라월드 34,176 110.39 115.69 5.30 0.1
이루넷 93,060 278.44 262.89 -15.55 0.2
상신브레이크 122,010 229.32 222.06 -7.26 0.2
인탑스 57,442 1,492.65 1,619.86 127.21 1.3
코메론 170,458 609.65 600.86 -8.78 0.5
LG화학1우 83,284 2,502.48 2,248.67 -253.81 1.9
국제엘렉트릭 27,770 174.05 242.43 68.38 0.2
신한지주 20,007 1,089.69 1,082.38 -7.31 0.9
에스에프에이 45,386 1,181.19 1,656.59 475.40 1.4
포항강판 43,717 956.22 817.51 -138.71 0.7
국민은행 17,361 1,319.67 1,468.74 149.07 1.2
LG전자1우 53,919 2,240.87 1,857.51 -383.36 1.5
듀오백코리아 20,897 249.19 243.45 -5.74 0.2
유니퀘스트 19,126 127.32 138.47 11.15 0.1
GS(우선주) 36,814 635.47 820.95 185.48 0.7
동양이엔피 39,821 417.33 453.96 36.63 0.4
맥쿼리인프라 268,100 1,839.40 1,882.06 42.66 1.6
LG패션 33,715 724.53 787.25 62.7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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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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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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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07.01.31 520.00 10.85 2007.05.09 0.4
정기예금/하나은행 2007.04.10 300.00 0.41 2007.07.10 0.3
콜론/증권금융 2007.04.19 59.37 0.01 2007.04.23 0.1
콜론/신한은행 2007.04.19 2,000.00 0.25 2007.04.20 1.7
예금(4.04%) 2007.04.01 0.00 0.52 2007.04.3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증금어음 2,800.00 2,800.35 4.5700 2007.04.19 2007.04.2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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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861 18,180.09 4,027,561 65,074.45 51.31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은 11.3%의 상승을 보였고 펀드는 벤치마크 정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초 설정 이후 2
년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Class A 기준으로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87.29%이며 연률로는 28% 정도의 수익
률을 보이고 있어 펀드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편입비는 큰 변화 없이 95%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펀드의 전체 투자 종목은 현재 73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롯데쇼핑, 신한지주, LG, 삼성SDI, 현대모비스 등이며, 매도하여 포트폴
리오에서 제외된 종목은 부산은행, 동양기전, 한국프랜지, 한국제지 등 입니다. 비중이 확대된 종목은 한국가스
공사, 현대중공업, 대한전선, 현대해상, GIIR, LG상사 등이며, 비중이 축소된 종목은 한국전력, 기업은행, LG석
유화학, 삼성전자, KT, POSCO 등입니다.

롯데쇼핑은 신세계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되며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업종 대표주를 싸게 산다는 생각으
로 매수하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엘지카드를 인수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가장 먼저 갖추었으며 이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들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LG는 주력 자회사들
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주회사로서 보유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
다. 삼성SDI는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중장기
적으로는 평판TV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중소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강한 반
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은 다시 전저점 수준까지 되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
전히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 자체가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수익 개선이 어렵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만
반등하여 이들을 비중축소하고 현대차우선주와 현대모비스를 저가매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지난 3개월간 펀드의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들은 현대중공업, POSCO, SK, 기업은행,
LS전선 등이었습니다. 부진했던 종목들은 KT, SK텔레콤, 한국전력, 현대차우선주, 삼성전자 등이었습니다. 보유
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 LS전선, 세종공업, 금호산업우선주, SK 순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2월부터 배당주들의 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로 3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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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통신, 유틸리티 등 대형 배당주들은 아직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섹터별로는 여전히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IT, 소비재, 의료보건, 유
틸리티, 통신 섹터는 반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섹터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섹터들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부정적인 영향 하
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아직 적극적인 이익 실현 보다는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비중축소로 리스크 관
리를 해나갈 것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꾸준히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IT섹
터나 소비재 섹터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들 섹터에서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에는  안정성을 보다 중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6,253.6    6,137.2    4,722.6

당 기 12,754.7    12,070.9    5,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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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5.13 9.50 14.83 5.62 84.95

10.19 12. 8  2.22  5. 4  7.15  9.26 12. 6  2.15  4.27  7.11  9.21 12. 5  2.15

1,89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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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2006  2006  2006  2007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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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2.27 12.13 10. 2  7.21  5.10  2.24 12.15 10. 6  7.26  5.16  3. 3 12.17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2007  2007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2005  2005  2005  2005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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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3 691.4 13.5  

당  기 210.8 491.9 9.6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2.47 2.48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9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10개월)

01010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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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120030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4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132.97 0.27 0.35 3.41 0.01 0.02    
굿모닝신한증권 587.45 1.01 1.55    110.14 0.13 0.44
한국투자증권 3,142.40 3.14 8.27       
대신증권 3,917.69 3.92 10.31 651.54 0.68 3.19 245.32 0.49 0.99
대우증권       119.91 0.12 0.48
신영증권 9,144.40 10.48 24.06 6,864.79 7.09 33.65 6,870.34 7.71 27.64
한양증권 2,699.70 3.80 7.10 2,509.53 2.51 12.30 1,426.07 1.80 5.74
우리투자증권 498.15 1.00 1.31       
부국증권    911.36 0.46 4.47    
현대증권 5,981.98 7.20 15.74 669.17 0.67 3.28 2,336.25 2.34 9.40
한화증권 99.25 0.20 0.26 233.65 0.23 1.15    
유화증권 1,181.62 1.18 3.11    1,285.26 1.28 5.17
동양종합금융증권 120.62 0.21 0.32    1,024.69 1.02 4.12
SK증권 509.39 1.02 1.34       
NH투자증권    717.64 1.43 3.52    
브릿지증권 294.43 0.59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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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삼성증권 1,180.09 1.23 3.11 1,873.21 2.85 9.18 2,851.31 2.85 11.47
동부증권    1,411.99 0.84 6.92 622.46 0.62 2.50
한누리투자증권    260.82 0.52 1.28 352.91 0.71 1.42
맥쿼리증권서울지점 544.57 1.36 1.43    478.61 0.96 1.93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723.50 1.81 1.90       
골드만삭스증권 1,402.64 3.51 3.69       
CJ투자증권       759.82 0.81 3.06
미래에셋증권 2,030.49 2.03 5.34       
키움닷컴증권       1,162.56 0.58 4.68
리딩투자증권       403.25 0.40 1.62
노무라증권    66.17 0.13 0.32 1,172.84 1.17 4.72
푸르덴셜투자증권 1,882.43 2.36 4.95 938.49 0.94 4.60 1,169.45 1.23 4.71
대한투자증권    373.11 0.37 1.83 328.57 0.33 1.32
다이와증권       1,095.59 2.74 4.41
이트레이드증권 1,002.14 0.50 2.64       
코리아RB증권중개    2,530.16 2.53 12.40 443.20 0.44 1.78
흥국증권 923.28 0.92 2.43 386.64 0.77 1.90 595.13 0.79 2.39

합  계 37,999.20 47.74 100.00 20,401.67 22.03 100.00 24,853.67 28.54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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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2월 03월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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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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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2007.02.12 70,000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0,000    
정관일부 변경의 건 70,000    
이사선임의 건 70,000    
감사 선임의 건 70,000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70,000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70,000    

현대해상 2007.02.16 306,310
정관일부 변경의 건 306,310    
이사 선임의 건 306,310    

케이씨씨 2007.02.23 11,976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976    
정관일부 변경의 건 11,976    
이사선임의 건 11,97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976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976    

POSCO 2007.02.23 26,957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957    
정관일부 변경의 건 26,957    
이사 선임의 건 26,95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6,957    

CJ 2007.02.28 15,001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001    
이사 선임의 건 15,001    
감사 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15,001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01    

제일모직 2007.02.28 103,908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3,90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03,908    
이사 선임의 건 103,908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3,90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3,90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3,908    

삼성전자 2007.02.28 18,126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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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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007.02.28 18,126

사외이사 선임의 건 18,126    
사내이사 선임의 건 18,12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12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8,126    

호텔신라 2007.02.28 50,289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0,289    
이사 선임의 건 50,289    
감사 선임의 건 50,289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0,289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0,289    

WISCOM 2007.03.02 280,513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0,513    
이사 선임의 건 280,513    
감사 선임의 건 280,51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0,51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0,513    

포항강판 2007.03.05 80,207

제19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80,207    
제19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80,207    
이사 선임의 건 80,20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0,207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0,207    

LG상사 2007.03.07 72,728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2,728    
정관일부 변경의 건 72,728    
이사 선임의 건 72,728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72,728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2,728    

SK 2007.03.09 44,517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4,517    
이사 선임의 건 44,51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44,517    

LG석유화학 2007.03.09 228,711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8,711    
이사선임의 건 228,71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8,711    

SK텔레콤 2007.03.09 33,731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73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7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33,73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33,731    
이사 선임의 건 33,731    

KT&G 2007.03.14 48,692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8,692    
사장 선임의 건 48,692    
사외이사 선임의 건 48,692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48,69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8,692    
상임이사 퇴직금지금규정변경의건 48,692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건 48,692    

대한전선 2007.03.15 62,68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2,680    
정관일부 변경의 건 62,680    
이사 선임의 건 62,680    
사외이사 선임의 건 62,680    
감사 선임의 건 62,68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2,68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2,680    

무림페이퍼 2007.03.15 99,057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9,057    
이사 선임의 건 99,057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9,057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99,057    

세아베스틸 2007.03.16 132,480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2,480    
이사 선임의 건 132,480    
감사 선임의 건 132,48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2,48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2,480    

고려제강 2007.03.16 14,100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10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4,100    
이사 선임의 건 14,10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4,10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4,100    

한국제지 2007.03.16 33,558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55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3,558    
이사 선임의 건 33,55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55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3,558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33,558    

풍산 2007.03.16 134,081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4,081    
이사 선임의 건 134,08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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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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 2007.03.16 134,081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34,081    

LS전선 2007.03.16 63,961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3,961    
이사선임의 건 63,96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3,961    

한일건설 2007.03.16 40,00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000    
이사 선임의 건 40,00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0,00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0,000    

현대중공업 2007.03.16 31,605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60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1,605    
이사 선임의건 31,60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60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1,605    

화천기계 2007.03.16 14,790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790    
이사 선임의 건 14,790    
감사 선임의 건 14,79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4,79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4,790    

동양기전 2007.03.16 242,592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2,59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42,592    
이사 선임의 건 242,592    
감사 선임의 건 242,59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2,59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2,592    

예스코 2007.03.16 64,823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4,823    
이사 선임의 건 64,823    
감시위원 선임의 건 64,82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4,823    

환인제약 2007.03.16 42,400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2,400    
이사 선임의 건 42,400    
감사 선임의 건 42,4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2,40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2,400    

E1 2007.03.16 43,120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3,120    
이사 선임의 건 43,120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3,120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3,120    

SK가스 2007.03.16 23,285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28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285    
이사 선임의 건 23,28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28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285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23,285    

KT 2007.03.16 157,058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7,058    
정관일부 변경의 건 157,058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 157,058    
이사선임의 건 157,058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57,058    

파라다이스 2007.03.16 219,898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9,898    
이사 선임의 건 219,898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19,898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19,898    

삼익THK 2007.03.19 483,310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83,310    
정관일부 변경의 건 483,310    
이사선임의 건(이건호)  483,310   
이사선임(전영배,진문영,미조로,이재규) 483,310    
감사 선임의 건 483,310    
이사보수 한도승인건 483,310    
감사보수 한도 승인건 483,310    

부산은행 2007.03.20 88,590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8,590    
이사 선임의 건 88,590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8,59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88,590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결의 승인건 88,590    

한라공조 2007.03.20 150,868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0,868    
정관일부변경의 건 150,868    
이사선임건(데이비드엠로덴)  150,868   
이사선임의 건 150,868    
감사선임의 건 150,868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868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50,868    

기업은행 2007.03.22 335,689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5,689    



aitas@ora8i:rd_sics053.mrd 2007.05.08 09:14:47구애경 Page 9 of 10 신영고배당주식(A형) (2007.04.19)

2007년  4월 19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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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2007.03.22 335,689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335,689    
정관일부 변경의 건 335,689    

애경유화 2007.03.23 80,109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0,10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10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109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80,109    

한국프랜지공업 2007.03.23 66,162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6,162    
이사 선임의 건 66,16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6,16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6,162    

한솔케미칼 2007.03.23 340,281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40,281    
이사 선임의 건 340,281    
감사 선임의 건 340,281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40,281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40,281    

유니드 2007.03.23 61,710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710    
감사 선임의 건 61,71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7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710    

태경산업 2007.03.23 470,460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70,460    
이사 선임의 건  470,46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70,46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70,46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70,460    

다우기술 2007.03.23 212,837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2,837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신성균)  212,837   
이사 선임의 건 212,837    
감사 선임의 건 212,83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12,83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12,83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212,837    

세종공업 2007.03.23 281,591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1,59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81,591    
이사 선임의 건 281,591    
감사 선임의 건 281,59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1,59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1,591    

인천도시가스 2007.03.23 23,600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600    
이사선임의 건 23,600    
감사보선의 건 23,6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3,60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3,600    

G2R 2007.03.23 262,188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2,188    
이사 선임의 건 262,18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62,18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62,188    
집행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262,188    

에스에프에이 2007.03.23 81,355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1,355    
정관일부 변경의 건 81,35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1,35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1,355    

국민은행 2007.03.23 29,088

200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9,088    
이사 선임의 건 29,088    
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29,08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29,08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29,088    

듀오백코리아 2007.03.23 30,649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0,649    
이사 선임의 건 30,649    
상근감사 선임의 건 30,64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64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649    

맥쿼리인프라 2007.03.23 395,120 감독이사 선임 395,120    

LG패션 2007.03.23 54,325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4,32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4,325    

한국전력공사 2007.03.26 175,062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5,062    
사장 선출의 건 175,062    

한국가스공사 2007.03.26 138,997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으 건 138,997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38,997    
이사 선임의 건 138,99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8,99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8,997    
2007년도 경영목표 승인의 건 13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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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9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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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이엔피 2007.03.26 89,371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9,371    
이사 선임의 건 89,371    
감사 선임의 건 89,37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9,371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9,3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89,371    

한독약품 2007.03.29 55,328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5,328    
정관 일부 변겨의 건 55,328    
이사 선임의 건 55,32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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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