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521 프라임배당혼합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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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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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우량주를 중심으로 자산의 최고 60%까지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금리이상의
수익율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주식혼합형펀드입니다.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원)

자 산 총 액 31,031,143,431 부 채 총 액 361,623,044

순 자 산 총 액 30,669,520,387 기준가격(원)
전기말 995.72

당기말 1,037.83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금 액 17,834.69 7,502.69 2,960.78 2,514.8   218.19 31,031.14

비 율 57.47 24.18 9.54 8.1   0.7

※ 선납원천세:142.4 미수입금:77.19 미수배당금:45.87 미지급금:-47.27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5.1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물산 3,840 116.22 115.78 -0.44 0.4
CJ1우 6,026 223.28 364.57 141.29 1.2
LG상사 17,379 164.54 458.81 294.27 1.5
제일모직 13,261 236.12 423.03 186.90 1.4
세아베스틸 13,907 162.38 221.12 58.74 0.7
대한전선 9,000 192.83 182.70 -10.13 0.6
현대해상 26,728 115.82 387.56 271.74 1.3
신영증권1우 2,202 28.21 55.05 26.84 0.2
한양증권 14,000 123.32 133.70 10.38 0.4
고려제강 11,560 176.50 290.73 114.24 0.9
한국제지 6,860 178.93 240.10 61.17 0.8
케이씨씨 1,913 251.47 433.29 181.82 1.4
한독약품 9,918 115.75 126.95 11.20 0.4
일신방직 5,009 187.16 221.65 34.49 0.7
하나증권 18,774 278.73 289.12 10.39 0.9
유화증권 9,913 91.33 136.80 45.47 0.4
한진중공업 13,724 105.32 400.05 294.74 1.3
포스렉 15,101 168.92 249.92 81.01 0.8
현대자동차1우 7,116 234.42 398.50 164.08 1.3
현대차3우B 5,783 185.17 281.63 96.46 0.9
한국공항 7,719 116.05 206.10 90.05 0.7
POSCO 2,578 502.12 693.48 191.36 2.3
풍산 17,298 217.92 387.48 169.56 1.3
삼성전자 1,101 554.95 715.65 160.70 2.3
LS전선 6,250 183.13 265.63 82.50 0.9
전북은행 42,648 199.29 377.43 178.14 1.2
현대시멘트 8,231 244.56 274.09 29.53 0.9
삼성SDI1우 3,416 223.52 181.39 -42.13 0.6
애경유화 9,391 145.84 169.51 23.67 0.6
호텔신라 27,198 180.37 424.29 243.92 1.4
삼성전기1우 13,083 191.57 266.89 75.33 0.9
현대중공업 6,609 273.68 697.25 423.57 2.3
한국프랜지공업 12,547 211.97 168.13 -43.84 0.6
LG석유화학 21,237 551.77 444.92 -106.85 1.4
유니드 11,350 184.16 227.00 42.8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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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국전력공사 15,050 416.20 629.84 213.64 2.1
태경산업 72,607 163.41 214.92 51.51 0.7
한세실업 3,366 31.81 68.33 36.52 0.2
SK텔레콤 2,970 566.11 668.25 102.14 2.2
E1 8,326 213.41 344.28 130.87 1.1
SK가스 6,186 155.06 232.59 77.53 0.8
WISCOM 47,892 192.07 200.43 8.35 0.7
신도리코 3,642 200.97 177.73 -23.24 0.6
제일기획 2,193 344.87 449.57 104.69 1.5
KT 14,270 586.83 587.92 1.09 1.9
세종공업 28,224 110.21 129.83 19.62 0.4
KT&G 8,325 287.38 437.06 149.68 1.4
한국기업평가 13,962 147.93 205.24 57.31 0.7
G2R 17,098 310.48 280.41 -30.07 0.9
한국가스공사 13,097 413.68 436.13 22.45 1.4
이루넷 54,252 186.26 127.76 -58.50 0.4
위닉스 47,783 169.72 127.58 -42.14 0.4
나라엠앤디 24,462 58.19 57.97 -0.22 0.2
LG화학1우 7,604 201.68 211.39 9.71 0.7
포항강판 9,261 216.54 163.46 -53.09 0.5
삼영이엔씨 34,785 117.96 175.66 57.71 0.6
LG전자1우 6,025 239.72 277.15 37.43 0.9
금호타이어 18,452 264.21 274.93 10.72 0.9
GS(우선주) 14,075 190.68 281.50 90.82 0.9
맥쿼리인프라 23,000 168.52 164.45 -4.07 0.5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통안40-723-2-1 250.00 251.38 4.3300 2004.07.01 2006.07.01 0.8
통안40-743-2-1 3,000.00 3,002.34 3.3500 2004.12.01 2006.12.01 9.8
기업은행(신)0604할 800.00 768.06 4.4900 2006.04.06 2007.04.06 AAA 2.5
수산금융05-11할09 1,000.00 988.57 4.4600 2005.11.25 2006.08.21 AAA 3.2
농협금융채권05-12 1,500.00 1,495.38 4.2900 2005.12.12 2006.06.12 AAA 4.9
우리은행09-06이2갑 1,000.00 996.96 3.7600 2005.06.08 2007.06.08 AAA 3.2
* 비율은 전체자산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임.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정기예금/하나은행 2005.09.20 1,700.00 49.88 2006.09.20 5.7
정기예금/하나은행 2006.03.06 100.00 2.32 2006.06.01 0.3
정기예금/우리은행 2006.05.11 600.00 11.24 2006.06.13 2
콜론/신한은행 2006.05.15 108.71 0.01 2006.05.16 0.4
예금(3.58%) 2006.05.01 6.09 6.72 2006.05.31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투자증권 기타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기업어음/대한석탄공사 1,500.00 1,449.42 4.8500 2006.02.03 2007.02.02 4.7
발행어음/신한은행 1,400.00 1,400.00 4.0000 2006.05.15 2006.05.16 4.6
* 비율은 전체자산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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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74 812.74 273,159 5,990.24 1.68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주식부문 ]  

*   운용성과

   동펀드는 지난 3개월간 4.23%의 수익율을 시현하였습니다 같은기간동안 KOSPI는 7.5%상승하여 편입비율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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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보면 비교지수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동펀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성장혼합형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양호
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의 큰 폭상승에 이어 1월초 1400p이상에서 지수고점 을 형성하였으나 그후  간접투자시장
에서는 신규유입보다는 차익실현 목적의 환매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30%정도까지의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고 동펀드가 많이 투자하고 있
는 고배당 저평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상황이 별로 우호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
고 KOSPI는 대형내주수중심의 순환상승으로 인하여  10%내에서 견조한 조정의 모습을 3개월에 걸쳐서 지속하였
습니다. 4월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KOSPI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추세가 멈출것이라는 기대와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국제유동성이 아시아로 유입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수준이 낮은 한국이 그 주요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국내여건으로 보면
유가상승과 금리인상가능성,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기업들의 분기실적도 전년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3년여간 실물부문의 부진으로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움직이기에도 여의치않아 지난해의 큰 폭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간접투자시장의 환매
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매물이 무난히 소화되고 있고 지수도 신고점
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펀드도 4월말부터는 환매규모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순유입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들어서는 미국시장의 인플레이션우려, 원자재가격의 버블가능성등이 제기되며 미국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전환으로 마찬가지로 신고치 갱신이후 급등
락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펀드는 배당수익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우량주에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장세움직임에 크게 흔들림없이 기본투자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율은 57%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장상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주식시
장에 적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1월부터 일찍이 조정을 받아
서 가격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하였고 1300p수준에서 동펀드의 평균 배당수익율이 4%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매수전
략을 취하였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상승시에는 환매규모가 늘어나고 하락시에는 반이상으로 감소하여 상승시에는 매도규모를 늘리고
하락시에는 최소한 매도하거나 관망을 함으로써 시장상황과 반대로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시에
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같은 비중으로 매도하고 매수는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중심으로 편입비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유종목중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커서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G2R, 동일방직,, LG석유화
학, E1을 기본편입비율보다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는,금호타이어를  보유비중보다 추가로 매도하
였습니다. 시장약세국면에서 개별적인 이유로 목표가격수준까지 도달하여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신규편입종목으로는  대한전선, 한양증권, 나라엠엔디, 맥쿼리인프라, 삼성물산을 편입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은 LS전선다음가는 전선회사로서 향후 본업에서의 실적개선과 14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의 실적호전가
능성,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안양과 남부터미널부지등 보유부동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가능성, 지주회사체제를
지향하면서 높아질 배당성향등을 고려하여 편입하였고, 

   한양증권은 600원이상의 배당가능성이 높고, 대주주의 지분이동가능성, 수익가치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으
로 3월 결산을 앞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나라엠엔디는 LG전자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가전,디스플레이,정보통신,자
동차부품용 금형전문기업입니다. 독자적인 고부가가치제품개발능력으로 경기호전시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고
재무안정성이 높으며, 배당성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업황의 저점에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신규투자하였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맥쿼리에서 현재 자산의 대부분을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등국내 주요 SOC에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를 하고 최저수익율에대하여는 정부가 수익보장을 하는 안정성이 높은 채권개념의 주식입
니다. 예정배당수익율이 6.5%이상으로 추정되어 동펀드의 성격에 부합하여 신규투자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무역과 건설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수행하는 삼성그룹의 주력사의 하나로서 계열사보유지분가치가
높고 삼성건설부문이 그동안의 국내주택공사위주의 안정적인 사업전략에서 중동중심으로 해외사업전략을 강화하
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였고 향후 지분권 추가확보을 위한 외국인 및 그룹관계사의 매수가능성이 높아 대형주
부분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여전히 조정국면에 있지만 지수상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은 강한 횡보국면입니다. 이는
지수영향력이 큰 종목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동성의 영향
으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
는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든가 아니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 공감하시듯이 석유를 중심으로한 원자재가 폭등, 환율하락, 금리상승가능성, 경기부진우려, 부동
산시장의불안정성등,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냉랭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
록 좀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갈때는 마치 놓치면 큰일
날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갈때의 수익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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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이 기간동안에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하며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에도 신뢰를 갖
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되도록 구조를 계속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펀드의 투자대상종목들은
전년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KOSPI와는 달리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신을 갖고 저평가된 종목에 대하여는 일관성있게 편입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히  기업조사를
병행하고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인 종목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을 높여나가고 환매를 대비한 매도는 시장의 상승시
기에 분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편입비율은 57%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상대적 저평가종목군으로 교체매매를 지속하겠습니다.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수익율누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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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의 수익은 아니지만 최적의 수익율 실현을 목표로 운용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 채권부문 ]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금리는 크게 국내경기의 점진적인 지표개선세, 미국 정책금리의 지속적 상향조정에 따른 대내외
금리역전 부담, 유동성과잉이 야기한 자산시장의 왜곡 및 선제적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Call금리 인상가능성 등
의 금리상승 요인들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투자기관 중심의 캐리성 매수세 지속 유입, 미국 정책
금리의 인상행진 조기마무리 기대감, 원화강세와 고유가의 지속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등 금리
상승억제 요인들이 서로 부딪치며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 기준으로 4.75~5.00%수준의 제한적 박스권 등락을 하
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금리 환경속에서  프라임배당혼합형 펀드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장기채권의 편입을 자제
하고 채권듀레이션 1.0전후의 채권자산 편입을 통하여 금리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축적시켜 갈 수 있도록 중단기채권 위주로 채권포트폴리오을 유지하였고, 0.70~0.50수준의 채권듀레
이션 수준 범위에서 운용하였습니다. 편입자산으로는 기존 대상의 통안증권과 은행채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인 대한석탄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투자다변화와 더불어 이자수익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5일 현재 동 펀드의 채권자산 듀레이션은 0.50이며 채권편입비는 24.8%로 운용되고 있으며 통안
증권과 은행채 위주의 편입채권과 우량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고금리 기업어음 등의 현금자산 형태로 자산을 구
성하여 여유자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운용계획

 최근 고유가, 환율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꾸준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고 추세이고 금통위에
서의 Call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안감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제한적인 범위내의 상하단 움
직임을 보이는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 펀드의 채권관련 자산부문의 운용에 있어서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금리예측에 의한 공
격적 딜링은 최대한 자제하고,  우량자산 중심의 절대금리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로 수익률 개진을
하고자  했던 당초 펀드운용계획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채권듀레이션 포지션 및 채권포트폴리오의 큰 변경 없이 채권듀레이션 1.0 소폭이하 수준에
서 환금성 및 유동성이 보장되는 안전우량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 채권편입비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4,689.1 -36.7   1,190.9 -17.7   945.6

당 기 4,563.4 -21.3   2,818.7 -22.9   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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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0.59 4.23 3.78 22.14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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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40%,국채 1년금리:36%,CD금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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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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134.9 3.2  

당  기 45.3 105.6 2.5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85 1.85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3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9년10개월)
2002년 매경/제로인선정 안정형펀드 펀드대상 수상
2004년 중앙/제로인선정 주식형펀드 베스트펀드 수상
2005년 머니투데이/한국펀드평가선정 주식형 베스트펀드 수상
2005년 매경/제로인선정 주식형펀드 펀드대상 수상

99010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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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지영걸 42
동양증권 주식조사역(11년)
신영투신 투자전략(4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1년11개월)

04010120027

김종희 37 신영투신 채권운용(6년7개월) 00010120010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1년11개월)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 00010120009

김영준 34 신영투신 채권운용(6년9개월) 00010120013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2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2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2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1년11개월)

01010120019

이철진 31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상품개발(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개월)

05010120028

박인희 31
MegaM&A Capital(1년)
KB자산운용(주)(5년9개월)

06010120030

김현희 29
한국자금중개(주)(8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1년6개월)

06010120029

8.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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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3,045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045

 

  
이사 선임의 건 3,04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45   

POSCO 2006.02.24 4,107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107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07   
사외이사 선임의 건 4,107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건 4,107   
상임이사 선임의 건 4,107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107   
퇴직금 환수채권 포기의 건 4,107   

제일모직 2006.02.28 24,424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424   
이사 선임의 건 24,42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42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4,424   

삼성전자 2006.02.28 1,603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03   
사외이사 선임의 건 1,603   
사내이사 선임의 건 1,60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0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03   

호텔신라 2006.02.28 42,927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2,927   
이사 선임의 건 42,927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2,927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2,927   

제일기획 2006.02.28 3,299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299   
이사 선임의 건 3,299   
감사 선임의 건 3,299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299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299   

WISCOM 2006.03.03 65,822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5,822   
이사 선임의 건 65,82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5,82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5,822   

G2R 2006.03.03 23,538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538   
이사 선임의 건 23,538   
감사 선임의 건 23,53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53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538   

포항강판 2006.03.08 11,701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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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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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강판 2006.03.08 11,70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701

 

  
이사 선임의 건 11,701   
감사 선임의 건 11,701   
이사 보수의 건 11,701   
감사 보수의 건 11,701   

LG석유화학 2006.03.09 30,367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0,367   
이사 선임의 건 30,367   
감사위원 선임의 건 30,367   
이사 보수한동 승인의 건 30,367   

전북은행 2006.03.10 60,988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0,98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60,988   
이사회결의로부여된주식매수선택권승인건 60,988   
이사 선임의 건 60,988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건 60,988   
상근감사위원 선임의 건 60,988   
이사/상근감사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988   

SK텔레콤 2006.03.10 4,546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54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54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546   
이사 선임의 건 4,546   

신도리코 2006.03.10 5,422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422   
이사 선임의 건 5,42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2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422   

KT 2006.03.10 20,940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94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0,94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0,940   
이사 선임의 건 20,94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940   

세아베스틸 2006.03.17 20,237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3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7   

고려제강 2006.03.17 16,410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41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4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410   

한국제지 2006.03.17 10,038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038   
이사 선임의 건 10,038   
감사 선임의 건 10,03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38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38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10,038   

한독약품 2006.03.17 14,108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10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4,108   
이사 선임의 건 14,10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108   

한진중공업 2006.03.17 21,074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074   
이사 선임의 건 21,07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07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1,074   

한국공항 2006.03.17 11,439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439   
정관일부 변경의 건 11,439   
이사 선임의 건 11,439   
감사 선임의 건 11,439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1,439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1,439   

풍산 2006.03.17 33,56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3,560   
이사 선임의 건 33,560   
감사 선임의 건 33,5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3,56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3,560   

LS전선 2006.03.17 9,600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600   
감사위원이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9,60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600   

현대시멘트 2006.03.17 11,101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101   
이사 선임의 건 11,101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101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1,101   

현대중공업 2006.03.17 8,389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389   
정관 일부 변경의 건 8,389   
이사 선임의 건 8,389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38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389   

한국전력공사 2006.03.17 26,110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110   

태경산업 2006.03.17 102,937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2,937   
이사선임의 건 102,937   
감사선임의 건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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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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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산업 2006.03.17 102,937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2,937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2,937   

한세실업 2006.03.17 4,019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19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019   
이사 선임의 건 4,01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01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019   

E1 2006.03.17 12,686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68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2,686   
감사 선임의 건 12,686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12,686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12,686   

KT&G 2006.03.17 12,195

제19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12,195   
사외이사 선임의 건 12,195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2,19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195   

한국기업평가 2006.03.17 18,052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052   
정관 변경의 건 18,052   
이사 선임의 건 18,05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05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052   

이루넷 2006.03.17 63,768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3,76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3,768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63,768   

금호타이어 2006.03.17 35,123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5,123   
이사 선임의 건 35,12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5,123   

LG상사 2006.03.20 30,117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0,117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0,11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117   

삼영이엔씨 2006.03.23 49,988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9,98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9,988   
이사 선임의 건 49,988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9,988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9,988   

애경유화 2006.03.24 14,441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441   
이사선임의 건 14,441   
감사 선임의 건 14,44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4,441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4,441   

한국프랜지공업 2006.03.24 18,567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56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567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567   

유니드 2006.03.24 15,760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76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5,760   
이사 선임의 건 15,76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76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760   

SK가스 2006.03.24 9,206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206   
정관일부 변경의 건 9,206   
이사선임의 건 9,206   
감사 선임의 건 9,20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20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206   

세종공업 2006.03.24 39,084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9,084   
이사 선임의 건 39,08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9,08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9,084   

위닉스 2006.03.28 68,950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8,950   
이사 선임의 건 68,950   
감사 선임의 건 68,950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8,950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8,950   

10. 공지사항

     

-. 기타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www.syfund.co.kr (한글주소 : 신영투신)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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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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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