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71 신영밸류고배당주식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02.26 ~ 2006.05.25

aitas@ora8i:rd_sics052.mrd 2006.06.15 11:05:51구애경 Page 1 of 9 신영밸류고배당주식 (2006.05.25)

2006년  5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3년 05월 26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한화증권
삼성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부국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한국증권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팀스코리아

투자신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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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원)

자 산 총 액 123,548,607,110 부 채 총 액 970,445,254

순 자 산 총 액 122,578,161,856 기준가격(원)
전기말 1,316.75

당기말 1,264.19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금 액 120,104.01  112.11 2,671.38   661.1 123,548.61

비 율 97.21  0.09 2.16   0.54

※ 미수입금:532.02 미수배당금:230.39 미지급금:-101.31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5.2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진해운 44,465 997.39 1,031.59 34.20 0.8
삼성물산 27,600 835.31 735.54 -99.77 0.6
건설화학 103,510 783.10 1,319.75 536.65 1.1
CJ1우 20,388 713.01 1,133.57 420.57 0.9
LG상사 131,395 1,599.97 3,048.36 1,448.39 2.5
제일모직 116,825 2,244.29 3,697.51 1,453.22 3
세아베스틸 81,550 1,017.54 1,268.10 250.56 1
대한전선 64,350 1,380.35 1,274.13 -106.22 1
현대해상 242,235 1,351.48 2,943.16 1,591.68 2.4
동일방직 13,852 464.23 831.12 366.89 0.7
신영증권 8,668 259.87 243.57 -16.30 0.2
신영증권1우 10,069 161.08 221.52 60.44 0.2
한양증권 96,000 845.64 777.60 -68.04 0.6
고려제강 48,673 783.85 1,177.89 394.04 1
한국제지 34,011 1,021.17 1,101.96 80.79 0.9
케이씨씨 8,580 1,234.46 1,793.22 558.76 1.5
한독약품 43,553 476.90 537.88 60.98 0.4
삼영무역 215,850 357.46 485.66 128.20 0.4
선창산업 70,205 1,138.19 1,551.53 413.34 1.3
유화증권 59,123 582.16 824.77 242.60 0.7
LG1우 48,275 805.39 885.85 80.45 0.7
SK 58,150 2,934.48 3,547.15 612.67 2.9
포스렉 67,774 865.42 1,101.33 235.91 0.9
대덕GDS 184,835 1,765.97 1,731.90 -34.07 1.4
부산은행 104,420 811.07 1,279.15 468.07 1
현대자동차1우 34,547 1,103.89 1,563.25 459.3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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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현대차3우B 30,318 1,005.32 1,235.46 230.14 1
POSCO 22,791 4,418.14 5,481.24 1,063.09 4.5
풍산 111,157 1,352.35 2,189.79 837.44 1.8
삼성전자 10,121 5,385.60 6,234.54 848.94 5.1
전북은행 150,878 688.03 1,226.64 538.61 1
현대시멘트 22,249 663.63 700.84 37.22 0.6
삼성SDI1우 23,920 1,526.42 1,191.22 -335.20 1
애경유화 43,919 744.50 680.74 -63.75 0.6
태경화학 151,730 357.56 306.49 -51.07 0.3
호텔신라 132,035 881.96 2,026.74 1,144.78 1.6
삼성전기1우 61,947 939.18 1,108.85 169.67 0.9
현대중공업 34,140 1,717.79 3,311.58 1,593.79 2.7
한국프랜지공업 61,012 984.87 756.55 -228.32 0.6
화천기계 38,940 597.93 611.36 13.43 0.5
LG석유화학 171,814 4,365.36 3,410.51 -954.85 2.8
유니드 55,510 951.36 1,057.47 106.11 0.9
한국전력공사 114,799 3,367.91 4,385.32 1,017.41 3.6
태경산업 274,917 728.31 724.41 -3.91 0.6
한세실업 46,141 391.05 853.61 462.56 0.7
인터엠 231,201 355.99 379.17 23.18 0.3
SK텔레콤 27,290 5,041.81 5,662.68 620.87 4.6
E1 35,185 985.15 1,407.40 422.25 1.1
SK가스 47,226 1,292.36 1,711.94 419.58 1.4
WISCOM 233,540 775.62 942.33 166.71 0.8
디씨엠 12,919 38.71 41.21 2.50 0
동서 40,467 554.93 882.18 327.25 0.7
신도리코 37,760 2,047.94 1,735.07 -312.86 1.4
제일기획 10,327 1,751.81 1,858.86 107.05 1.5
KT 131,979 5,379.37 5,358.35 -21.03 4.4
세종공업 231,209 996.83 1,040.44 43.61 0.8
KT&G 43,320 1,601.19 2,300.29 699.10 1.9
파라다이스 352,729 1,652.05 1,358.01 -294.04 1.1
한국기업평가 53,124 605.61 754.36 148.76 0.6
G2R 102,104 1,769.43 1,592.82 -176.61 1.3
한국가스공사 133,659 4,019.22 4,330.55 311.33 3.5
이루넷 217,922 712.54 494.68 -217.85 0.4
모빌링크텔레콤 44,000 364.49 263.12 -101.37 0.2
상신브레이크 290,050 615.89 507.59 -108.30 0.4
위닉스 125,160 424.54 321.66 -102.88 0.3
코메론 37,510 148.42 187.55 39.13 0.2
나라엠앤디 370,655 706.70 861.77 155.07 0.7
LG생활건강1우 40,916 761.93 1,567.08 805.15 1.3
LG화학1우 54,598 1,432.50 1,389.52 -42.98 1.1
동양크레디텍 171,256 583.51 418.72 -164.79 0.3
포항강판 29,228 636.55 491.03 -145.52 0.4
에스피지 241,860 871.57 1,015.81 144.24 0.8
LG전자1우 63,893 2,466.80 2,555.72 88.92 2.1
휴켐스 79,875 292.71 600.66 307.95 0.5
듀오백코리아 84,724 731.57 1,143.77 412.20 0.9
금호타이어 77,904 1,157.90 1,059.49 -98.41 0.9
GS(우선주) 60,624 831.22 1,151.86 320.63 0.9
맥쿼리인프라 153,000 1,121.19 1,071.00 -50.19 0.9
코메론유상(보) 9,381 37.10 46.91 9.80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정기예금/하나은행 2006.03.10 400.00 9.75 2006.06.01 0.3
콜론/농협중앙회 2006.05.25 2,221.37 0.24 2006.05.26 1.8
예금(3.58%) 2006.05.01  0.68 2006.05.31  
예금(3.56%) 2006.05.22  0.12 2006.05.31  
예금(3.58%) 2006.05.24 50.01 50.02 2006.05.31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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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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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591 7,403.48 1,573,411 33,453.85 1.16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성과

    동펀드는 지난 3개월간 -4%의 수익율을 시현하였습니다 같은기간동안 KOSPI는 -5.1%수익율을 보여  비교지
수보다는 하락폭이  적으나 손실율이 동펀드의 과거상대하락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운용성과는 연간 수익율은 26.42%를 달성하였습니다. 

    5월11일 KOSPI가 1464P도달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동펀드의 수익율도 결산을 열흘 앞두고 급격히 하락하
기 시작하여 만족할 만한 수익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객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4분기 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이어 3월부터는 다시 안정을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그렇지만 올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기초 원재가격의 고공행진, 유가상승세 지속, 환율하락으로 인한 대외 수
출경쟁력 및 채산성감소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5월의 급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5조이상의 주식을 매도하여 장기적인 투자방향에 대하여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
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우려감입니다. 이로인하여 미국 FOMC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선행지표가 3개월째 하락세로 접어들어 경기회복기대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전환이 되어 향후 국내 유동성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어 당분간은 상승추세진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배당수익율이 높은 저평가 가치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기본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는 동펀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하나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만 주식시장은 항상 호재나 악재가 선반영되어 움직
이는 시장이고 자산간의 상대수익율로 보면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은 보유나 매매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현재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상대적
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시장으로 상당부분 대체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부터 지속되었던 동펀드 성격의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규모도 4월들어서는 현격히 줄어 들고 있고 현재는 적
은규모이기는 하지만 순유입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펀드는  투자목적과 운용전략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일관성있게 실천하면서 장세움직임에 크게 흔들림없이
기본투자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율은 95%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
니다. 배당형가치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비중조절보다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가 결국은 수익율을 결
정지었습니다. 지나온 시장상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주식시장에 적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펀
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1월부터 일찍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하였고 1300p수준에서 동
펀드의 평균 배당수익율이 4%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매수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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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멘
트, LG화학1우, 상신브레이크시스템을  기본편입비율보다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한세실업, 대
웅화학, 국보디자인 ,금호타이어를  보유비중보다 추가로 매도하였습니다. 시장약세국면에서 개별적인 이유로
목표가격수준까지 도달하여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신규편입종목으로는  대한전선, 한양증권, 맥쿼리인프라, 나라엠엔디, 삼성물산, 화천기계, 디씨엠, 모빌링크
를 편입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은 LS전선다음가는 전선회사로서 향후 본업에서의 실적개선과 14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의 실적호전가
능성,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안양과 남부터미널등 보유부동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가능성, 지주회사체제를 지향
하면서 높아질 배당성향등을 고려하여 편입하였고, 한양증권은 600원이상의 배당가능성이 높고, 대주주의 지분
이동가능성, 수익가치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으로 3월 결산을 앞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나라엠엔디는 LG전자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가전,디스플레이,정보통신,자동차부품용 금형전문기업입니다. 독
자적인 고부가가치제품개발능력으로 경기호전시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고 재무안정성이 높으며, 배당성향을 일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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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역과 건설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수행하는 삼성그룹의 주력사의 하나로서 계열사보유지분가치가 높고 삼성건설부
문이 그동안의 국내주택공사위주의 안정적인 사업전략에서 중동중심으로 해외사업에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
향전환을 하였고 향후 지분권 추가확보을 위한 외국인 및 그룹관계사의 매수가능성이 높아 대형주부분 투자전략
의 일환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화천기계는 모회사인 화천기공과 함께 범용공작기계생산및CNC공작기계판매전문업체입니다. 재무구조가 우량하
고 신규진출한 자동차 사업부문의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중국,인도등 해외판매망확대로 수익성향상도 기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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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배당수익율 5%이상기대되어 매수하였습니다.

  디씨엠은 에어컨,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라미네이팅컬러강판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가전부문
점유율 40%에 이르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일관생산체제를 갗추어서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월드컵, 중국특수등으
로 향후 매출 및 수익의 성장가능성이 높아매수하였습니다. 모빌링크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개발업체로 자회사인
유엠텍을 합병하여 향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루투스헤드셋의 삼성전자 주공급회사로 선정가능성이 높아
매출 및 수익성의 큰 폭호전이 기대되고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률의 과거수준회복가능성이 높아 매수하였
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여전히 조정국면에 있지만 지수상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은 강한 횡보국면입니다. 이는 지
수영향력이 큰 종목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동성의 영향으
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든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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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동안에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이 필요
하며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에도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되도록 구조를 계속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펀드의 투자대상종목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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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시기에 분할하여 실
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편입비율은 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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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투자여유를 갖고 계시면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충
분히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동펀드가 출시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동사의 운용역들이 심혈을 기울여 운용하여왔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님의 기대와 신뢰을 항시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펀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31,717.4    20,756.5 -1.2   6,781.5

당 기 19,737.9    28,727.7 -1.2   6,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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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7.96 -4.00 -2.87 26.42 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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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60%,CD금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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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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2 434.4 14.3 9.5

당  기 135.6 316.5 10.4 7.0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3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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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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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 00010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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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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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 2006.02.28 238,728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8,728

 

  
이사 선임의 건 238,72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8,728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8,728   

삼성전자 2006.02.28 16,696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6,696   
사외이사 선임의 건 16,696   
사내이사 선임의 건 16,69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69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696   

호텔신라 2006.02.28 268,950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8,950   
이사 선임의 건 268,950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268,950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268,950   

제일기획 2006.02.28 17,216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216   
이사 선임의 건 17,216   
감사 선임의 건 17,216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7,216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7,216   

WISCOM 2006.03.03 314,500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14,500   
이사 선임의 건 314,5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14,50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14,500   

G2R 2006.03.03 125,247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5,247   
이사 선임의 건 125,247   
감사 선임의 건 125,24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24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247   

포항강판 2006.03.08 40,208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208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0,208   
이사 선임의 건 40,208   
감사 선임의 건 40,208   
이사 보수의 건 40,208   
감사 보수의 건 40,208   

LG석유화학 2006.03.09 269,964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69,964   
이사 선임의 건 269,964   
감사위원 선임의 건 269,964   
이사 보수한동 승인의 건 269,964   

전북은행 2006.03.10 233,315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3,31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3,315   
이사회결의로부여된주식매수선택권승인건 233,315   
이사 선임의 건 233,31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건 233,315   
상근감사위원 선임의 건 2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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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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2006.03.10 233,315 이사/상근감사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233,315

 

  

태경화학 2006.03.10 213,790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3,790   
이사 선임의 건 213,790   
감사 선임의 건 213,79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13,79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13,79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3,790   

SK텔레콤 2006.03.10 46,863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6,86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6,86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6,863   
이사 선임의 건 46,863   

신도리코 2006.03.10 61,350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1,350   
이사 선임의 건 61,35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35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1,350   

KT 2006.03.10 216,929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6,929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6,929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216,929   
이사 선임의 건 216,92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16,929   

휴켐스 2006.03.10 128,795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8,795   
이사 선임의 건  128,79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8,79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8,795   

한진해운 2006.03.17 90,551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551   
이사 선임의 건 90,55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90,551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90,551   

세아베스틸 2006.03.17 138,520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8,52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8,52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38,520   

고려제강 2006.03.17 69,533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9,53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9,53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9,533   

한국제지 2006.03.17 50,760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0,760   
이사 선임의 건 50,760   
감사 선임의 건 50,76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0,76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0,76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50,760   

한독약품 2006.03.17 60,793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0,79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60,793   
이사 선임의 건 60,79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793   

대덕GDS 2006.03.17 290,895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90,895   
이사선임의 건 290,89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90,89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90,895   

풍산 2006.03.17 240,525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40,525   
이사 선임의 건 240,525   
감사 선임의 건 240,52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52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40,525   

현대시멘트 2006.03.17 45,039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5,039   
이사 선임의 건 45,039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5,039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5,039   

현대중공업 2006.03.17 56,400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6,40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6,400   
이사 선임의 건 56,400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6,40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6,400   

한국전력공사 2006.03.17 235,389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5,389   

태경산업 2006.03.17 405,837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05,837   
이사선임의 건 405,837   
감사선임의 건 405,837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05,837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05,837   

한세실업 2006.03.17 55,337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5,337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5,337   
이사 선임의 건 55,33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5,33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5,337   

E1 2006.03.17 46,765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6,76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6,765   
감사 선임의 건 4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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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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2006.03.17 46,765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6,765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6,765   

KT&G 2006.03.17 73,450

제19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73,450   
사외이사 선임의 건 73,450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73,45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3,450   

파라다이스 2006.03.17 572,778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572,778   
이사 선임의 건 572,77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72,778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72,778   
정관 일부 개정의 건 572,778   

한국기업평가 2006.03.17 67,942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7,942   
정관 변경의 건 67,942   
이사 선임의 건 67,94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7,94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7,942   

이루넷 2006.03.17 273,580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73,58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73,580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73,580   

케이피엠테크 2006.03.17 360,910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60,91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60,910   
이사 선임의 건 360,910   
감사 선임의 건 360,910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60,910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60,910   

듀오백코리아 2006.03.17 125,146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5,146   
이사 선임의 건 125,14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14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25,146   

금호타이어 2006.03.17 155,189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55,189   
이사 선임의 건 155,18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5,189   

LG상사 2006.03.20 258,255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58,25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58,25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58,255   

에스피지 2006.03.23 301,683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01,683   
정관일부 변경의 건 301,683   
이사 선임의 건 301,68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01,683   

애경유화 2006.03.24 66,439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66,439   
이사선임의 건 66,439   
감사 선임의 건 66,439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6,439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6,439   

한국프랜지공업 2006.03.24 92,642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2,64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2,64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2,642   

유니드 2006.03.24 80,220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80,22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80,220   
이사 선임의 건 80,22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22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220   

SK가스 2006.03.24 70,466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70,466   
정관일부 변경의 건 70,466   
이사선임의 건 70,466   
감사 선임의 건 70,46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0,46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0,466   

동서 2006.03.24 56,271

제31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56,271   
제3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건 56,271   
이사 선임의 건 56,271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6,271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6,271   

세종공업 2006.03.24 341,719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41,719   
이사 선임의 건 341,71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41,71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41,719   

금화피에스시 2006.03.24 134,713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4,713   
정관일부 변경의 건 134,71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34,71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34,713   

위닉스 2006.03.28 187,156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87,156   
이사 선임의 건 187,156   
감사 선임의 건 187,156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87,156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8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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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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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