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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5.10.20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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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9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최초설정일 2004년 10월 20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S K 증권
외환은행
세종증권

대한투자증권
신흥증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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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신탁의 개요

자 산 총 액 308,411,599,255 부 채 총 액 10,139,493,254

순 자 산 총 액 298,272,106,001 기 준 가 격 1,095.98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원)

전기설정좌수 당기설정좌수 당기해지좌수 잔존좌수

수   탁   고 129,064,168,066 207,601,947,400 64,514,319,532 272,151,795,934

수익증권좌수 129,064,168,066 207,601,947,400 64,514,319,532 272,151,795,934

3. 당해 운용기간중 설정 및 해지현황 (단위:좌)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자산 장  내 장  외

금 액   299,721.16    8,690.44 308,411.6

비 율   97.18    2.82

※ 미수입금:8690.44

4.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5.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1.19)

종  목  명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CJ1우 5,010 227.97  
LG상사 62,620 1,077.04  
제일모직 65,500 1,733.67  
세아베스틸 47,170 862.19  
현대해상 150,530 1,400.41  
신영증권1우 3,470 72.87  
한일철강 7,130 130.12 10,000 188.00 0.3
고려제강 1,690 48.33  
한국제지 3,900 180.46  
케이씨씨 6,971 1,478.42  
한독약품 40 0.58  
LG화재보험 162,490 2,046.12  
금호산업1우 31,150 307.88  
SK 53,380 2,809.16  
한솔제지 230,100 3,121.80  
부산은행 47,520 542.76  
현대자동차1우 44,000 2,302.74  
현대차3우B 7,420 378.39  
POSCO 14,416 3,064.18  
크라운제과 78 12.01  
풍산 78,320 965.84  
삼성전자 7,485 4,385.63  

6.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aitas@ora8i:rd_sics051.mrd 2006.02.03 09:57:50구애경 Page 2 of 5 신영고배당주식(A형) (2006.01.19)

2006년  1월 19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종  목  명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우리투자증권1우 40,280 429.45 19,708 225.37 0.11
LS전선 33,110 969.86  
전북은행 52,930 429.71 1,420 12.10 0.01
GS건설 31,230 1,427.24 6,628 311.52 0.1
애경유화 5,570 133.97  
태경화학 30,000 78.70  
신무림제지 44,180 541.21  
현대중공업 32,290 2,252.44  
한국프랜지공업 2,540 55.63  
금호석유1우 22,800 294.76  
LG석유화학 83,730 2,320.35  
한솔케미칼 28,230 268.88  
유니드 740 16.47  
극동도시가스 14,860 423.30  
한국전력공사 94,980 3,234.77  
태경산업 88,420 331.85  
SK텔레콤 17,493 3,302.56  
E1 10,510 450.50  
SK가스 1,110 43.18  
한라공조 137,500 1,396.33  
WISCOM 12,290 62.46  
기업은행 77,340 1,022.45 14,260 195.36 0.06
KT 80,720 3,427.18  
세종공업 103,490 625.86  
KT&G 56,480 2,446.29  
한국토지신탁 122,340 118.64 397,278 654.36 0.97
G2R 116,961 1,968.54  
한국가스공사 78,780 2,781.58  
파이컴 21,760 183.85  
이루넷 117,046 559.94  
LG화학 10,391 529.94  
LG화학1우 47,240 1,684.39  
우리금융지주 76,070 1,299.73 13,680 236.66 0.09
에스에프에이 33,995 856.07  
포항강판 5,010 156.24  
홈캐스트 243,205 1,895.44  
LG전자1우 36,390 1,619.85  
STX조선 156,370 2,895.83  
휴켐스 29,820 204.76  
금호타이어 67,640 1,094.55  
유니퀘스트 156,310 1,135.59  
GS 112,340 2,715.72  
GS(우선주) 7,650 143.82  

합    계 74,978 1,823
* 매매회전율 = 매도주식가액 / 보유주식평잔

7.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운용성과

 연초  1400포인트를  넘어섰던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KOSPI는  지난  3개월  동안  18.0% 상
승하였습니다. 펀드는  9.6% 상승하여  KOSPI 상승폭의  절반  남짓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66.2%에  이르러  64.2% 상승한  KOSPI와  비슷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  이상"을  목표로  투자
하는  배당펀드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펀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일  펀드이므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등락보다는  펀드의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펀드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시장지수  상승폭의  60% 수준의  상승, 하락장에서는  시장지수  하락폭의  40% 수준의
하락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주식편입비율은  92.68%로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주들을  추가로  매수하여  편입비율을  94%까지  높였으며  예상배당이  반영되면서  편입비는  다시  소
폭  낮아진  것입니다. 

*향후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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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배당펀드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질문) 연말에  배당락이  되었지만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몇  달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  펀드의  경
우에는  어떤가요?

 (답변) 펀드의  경우에는  배당락  당일에  펀드에  예상  배당금을  미수배당금으로서  회계적으로  넣어주기  때문
에  펀드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배당락  당일에  배당을  수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
배당은  실제배당  수령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배당이  확정되면서  약간의  조정
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별회사들의  예상실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보면  실제  배당  수령금액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이전에는  배당펀드의  수익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주식형  펀드  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답변) 작년  한해의  높은  수익율만을  보시고  배당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지시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배당펀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율을  목표로  하는  보수적인  펀드입니다. 즉  일반  주식형
상품은  위험도가  높아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예금  상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배당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펀드  목표에  맞게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배당펀드들은  시장을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
서  그  동안  크게  저평가  되어  있던  배당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배당펀드가  목표로  하
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며  작년과  같은  고수익은  저희가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저평가
된  주식들에  대해  몇  년씩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당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정적인  수익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  신영마라톤주식형  펀드를  권해드립니
다. 

 (질문) 배당  펀드는  시장이  하락해도  더  적게  빠진다던데  최근에는  어떤  날은  KOSPI 보다도  더  많이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장인  많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배당펀드가  더  많이  빠지지  않
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시기적으로  1~2월은  배당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배당락  이후의  이익  실현으로  인해  배당
주들에  대한  매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  이미  배당락  이전에도  굳이  배
당을  받지  않고  이익을  실현하고자  움직임  때문에  배당주들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약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배당주  펀드에  대한  환매도  꽤  늘어났었고  배당주들이  연말  연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기는  배당주를  1년  중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
당투자에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락  이후  약세를  보이는  배당주들은  대체로  2월이  지나면서  다
시  배당락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당주의  약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배당펀드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하루  하루만  본다면  배당펀드들이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기간을  늘여서  본다면  배당주들은  분명히  하락  장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
당주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시가  배당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
하고  나면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배당주  약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주식
시장이  만약에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더라도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1~2개월의  기간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투자에  임하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배당
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펀드의  주식편입비는  점차  최고편입비에  근접하게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근래에  찾아  보기  힘든  큰  폭의  하락을  보여  불안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  번  말씀
드렸듯이  올해  주식시장은  기대수익율은  낮게  잡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년  반에  걸쳐  주식시
장이  두배  가까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메리트는  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는  경기회복과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년  반만에  700포인트에서  1400
포인트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지금  12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주식은  이제  "현저히" 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리스크를  감당한다면  적절한  수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기대수익율은  연평균  10~15%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펀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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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펀드로서  기대수익율은  이  보다  좀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저희의  투자철학과  투자전략은  변함  없습니다. 언제나  일관된  자세로  배당수익
률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우량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저평가된  좋은  기업들을  발굴
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변화에  개의치  않고  이러한  자세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
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희의  성과가  놀라워  보일  때도  있을  것
이며  불만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투자목표와  투자철학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장기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성실히  운용해  나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502.9    106.5

당 기     24,500.6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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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0.91 9.60 23.40 48.57 66.18

10.19 11.14 12.21  1.26  3. 3  4. 9  5.16  6.21  7.27  9. 2 10. 8 11.13 12.20

1,726

1,676

1,626

1,576

1,526

1,476

1,426

1,376

1,326

1,276

1,226

1,176

1,126

1,076

1,026

976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60%,CD금리:40%(보수계-2.23%)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3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9년6개월)
2002년 매경/제로인선정 안정형펀드 운용1위수상
2004년 중앙일보/제로인선정 성장형펀드 운용1위수
상
2005년 머니투데이/한국펀드평가 선정 주식형 베스
트펀드 수상

99010120004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1년7개월)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8개월) 00010120009

원주영 32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10개월)

00010120012

이철진 30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05010120028

황경식 32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4년10개월)

01010120020

8. 운용전문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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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투자내역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매매주식수 매매금액 매매일
신영증권1우 3,470 73 2005.11.03

10. 간접투자기구간 자전거래(이체거래) 내역

대상자산명 액면금액(수량) 거래금액 대상간접투자기구명 거래일자 거래구분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1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회사명 주총일자 보유주수 의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의 경우 그 사유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1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13. 공지사항

-. 기타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www.syfund.co.kr (한글주소 : 신영투신)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