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7452 신영 마라톤주식 투자신탁(Class A)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04.26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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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2년 04월 25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S K 증권
외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수 탁 회 사 농협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함.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원)

자 산 총 액 281,502,842,905 부 채 총 액 166,309,238

순 자 산 총 액 281,336,533,667 기준가격(원)
전기말 1,000.05

당기말 8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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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202.86  3,729.81 12,512.39   -695.12 287,749.94

비 율 94.6  1.3 4.35   -0.24

※ 미수입금:77.16 미수배당금:194.97 미지급금:-967.25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7.2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국타이어 267,630 3,512.11 2,970.69 -541.42 1
하이닉스반도체 176,400 4,640.72 5,644.80 1,004.08 2
한진해운 106,130 2,440.68 1,989.94 -450.74 0.7
건설화학 140,360 1,757.21 1,663.27 -93.95 0.6
CJ 12,788 1,230.44 1,140.69 -89.75 0.4
CJ1우 44,420 2,584.82 2,176.58 -408.24 0.8
LG상사 224,960 4,502.86 4,409.22 -93.64 1.5
제일모직 138,320 3,764.31 5,104.01 1,339.70 1.8
현대해상 489,667 5,714.63 5,876.00 161.37 2.1
동일방직 18,481 778.59 1,012.76 234.17 0.4
대상 205,870 2,912.41 2,717.48 -194.92 1
한국철강 67,200 2,049.15 1,878.24 -170.91 0.7
롯데삼강 11,360 1,898.68 1,510.88 -387.80 0.5
한국제지 106,990 4,064.85 2,979.67 -1,085.18 1
케이씨씨 21,663 4,579.78 4,960.83 381.05 1.7
한독약품 39,371 497.56 527.57 30.01 0.2
선창산업 102,190 2,380.67 2,140.88 -239.79 0.8
일신방직 23,440 1,023.94 860.25 -163.69 0.3
하나증권 213,670 3,360.49 2,254.22 -1,106.27 0.8
LG 169,600 5,100.84 4,579.20 -521.64 1.6
SK 115,950 6,267.50 7,559.94 1,292.44 2.6
유니온스틸 35,140 810.03 604.41 -205.62 0.2
현대약품 36,000 782.31 759.60 -22.71 0.3
현대자동차 116,920 10,056.07 8,617.00 -1,439.07 3
POSCO 32,474 6,726.34 7,371.60 645.26 2.6
삼성전자 28,851 18,314.72 17,252.90 -1,061.82 6
피제이전자 27,856 706.26 743.76 37.5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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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LS전선 94,570 3,017.88 3,153.91 136.03 1.1
삼성SDI 71,216 5,811.21 4,308.57 -1,502.64 1.5
코리아써키트 459,310 2,433.99 1,609.88 -824.11 0.6
삼성전기 103,773 3,536.50 3,517.90 -18.59 1.2
태영 17,160 673.08 935.22 262.14 0.3
한국코트렐 59,324 1,547.33 2,408.55 861.23 0.8
현대중공업 75,790 5,668.70 8,791.64 3,122.94 3.1
한국프랜지공업 154,840 2,388.03 1,641.30 -746.73 0.6
오리콤 134,000 1,287.35 1,080.04 -207.31 0.4
우성아이앤씨 279,652 875.52 934.04 58.52 0.3
세보엠이씨 483,104 1,729.32 1,700.53 -28.80 0.6
LG석유화학 348,626 7,960.29 6,676.19 -1,284.10 2.3
백광소재 53,164 888.25 778.85 -109.39 0.3
유니드 61,120 1,227.96 1,127.66 -100.30 0.4
한국전력공사 248,510 9,062.67 8,648.15 -414.52 3
삼성증권 122,580 6,544.44 6,122.87 -421.57 2.1
한세실업 1,234,040 1,639.97 2,147.23 507.26 0.8
대웅화학 154,890 3,597.70 2,509.22 -1,088.49 0.9
SK텔레콤 44,361 8,355.07 8,761.30 406.22 3.1
현대엘리베이터 48,330 3,721.51 3,644.08 -77.43 1.3
광전자 350,100 1,027.16 824.49 -202.67 0.3
E1 59,410 2,288.56 2,432.84 144.28 0.9
동양매직 269,624 1,318.03 2,432.01 1,113.98 0.9
롯데쇼핑 5,000 1,704.70 1,605.00 -99.70 0.6
기업은행 319,760 5,117.41 5,355.98 238.57 1.9
신도리코 56,860 2,922.80 2,638.30 -284.50 0.9
제일기획 17,034 3,042.22 3,134.26 92.04 1.1
KT 180,750 7,445.15 6,995.03 -450.12 2.4
삼테크 291,967 1,464.92 1,284.65 -180.26 0.5
KTF 95,640 2,260.22 2,811.82 551.59 1
TJ미디어 180,358 624.19 1,073.13 448.94 0.4
LG 필립스 LCD 134,550 5,304.20 4,467.06 -837.14 1.6
G2R 194,350 3,349.87 2,662.60 -687.28 0.9
KTH 64,162 345.90 411.28 65.37 0.1
금화피에스시 299,735 1,056.69 1,138.99 82.30 0.4
S&TC 84,600 1,844.66 1,480.50 -364.16 0.5
영풍정밀 95,549 1,490.80 1,662.55 171.75 0.6
광주신세계 12,130 1,496.32 1,419.21 -77.11 0.5
파이컴 119,538 975.38 669.41 -305.97 0.2
디지아이 88,417 478.31 603.00 124.69 0.2
평화정공 213,642 1,485.24 1,388.67 -96.56 0.5
위닉스 282,385 884.61 625.48 -259.13 0.2
코메론 244,791 932.92 927.76 -5.17 0.3
인터플렉스 238,188 1,837.82 1,184.99 -652.84 0.4
LG화학 82,430 3,392.34 2,868.56 -523.77 1
LG화학1우 123,260 3,458.61 2,588.46 -870.15 0.9
유신 112,003 1,160.82 1,092.03 -68.79 0.4
동양크레디텍 302,728 973.13 678.11 -295.02 0.2
에스피지 303,140 1,392.34 1,060.99 -331.35 0.4
동아에스텍 645,332 1,676.49 1,513.30 -163.19 0.5
국민은행 100,010 6,992.96 7,950.80 957.84 2.8
LG전자 117,862 8,783.34 6,352.76 -2,430.58 2.2
국보디자인 499,521 1,526.13 1,503.56 -22.57 0.5
세이브존I&C 1,385,665 1,749.88 1,718.22 -31.65 0.6
삼성출판사 16,620 307.64 264.26 -43.38 0.1
한국투자금융지주 102,238 3,741.46 3,772.58 31.12 1.3
농심홀딩스 28,641 2,213.64 1,887.44 -326.20 0.7
금호타이어 94,890 1,541.20 1,162.40 -378.80 0.4
GS 153,190 3,721.08 4,925.06 1,203.98 1.7
GS(우선주) 46,740 846.37 916.10 69.73 0.3
와토스코리아 234,331 2,112.27 1,499.72 -612.55 0.5
리바트 255,310 2,645.43 2,833.94 188.52 1
동양이엔피 100,000 1,074.42 1,060.00 -14.4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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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참테크 214,105 2,773.75 2,040.42 -733.33 0.7
하나금융지주 124,159 5,464.38 5,481.62 17.2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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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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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2006.07.25 12,400.01 1.40 2006.07.26 4.3
예금(3.81%) 2006.07.01 112.39 113.78 2006.07.31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증금어음 1,250.00 1,267.93 4.4000 2006.03.29 2006.07.27 0.4
CD/제일은행 1,500.00 1,491.83 4.4200 2006.03.10 2006.09.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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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5,330 50,178.32 2,505,092 46,474.54 16.64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지난 3개월동안 주식시장은 5월 11일 역사적 최고점인 KOSPI 1464.70을 기록한 이후  미국등 전세계적인 추가금
리인상 가능성, 북핵문제, 중동사태등 악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공세로 한달동안 무려 18%가 넘는 하
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후 지루한 횡보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 IT 경기 회
복에 대한 기대감과 악재등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펀드는  95%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여 신규편입하였고 목표수익률에 달성한 종목
들은 일부 이익실현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펀드수익률은 -13.70%입니다. 
KTF, 삼성전기, GS, 금호타이어, 한국금융지주, 제일모직등의 편입비율을 일부 축소하였고 에스원은 전부 편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로 인하여 가격메릿이 발생한 삼테크, CJ, 한전, SKT, 농심홀딩스, 세이브존
I&C등의 편입비율은 늘렸고 제일기획, 동양이엔피 종목을 신규편입하였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계열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양호한
이익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짝수년 주가약세와 같은 과거의 주가 사이클과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감에 따
라 주가는 년 초대비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짝수년 주가 약세는 다음해 스포츠 이벤트의 부재에
따른 실적 우려를 선반영하는 것이나 최근 글로벌 물량 확대로 스포츠 이벤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해외 사업의 영업레버리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이익향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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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편입하였습니다. 동양이엔피는 휴대폰용 충전기와 디지털 가전용 SMPS를 제조하는 업체로
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어 편입하였습니다. 

펀드는 연초 이후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치주의 해 였습니다. 펀드스타일별로 나
누어 봤을 때 가치주들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형주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들어와서는 시장이 조정을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상승폭들이 컸던 중소형 개
별주들이 대형주들에 비해 2배 이상 조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기관들도 포트폴리오를 대형주 위주로 교체함에 따
라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주들은 수급에 의해 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가치주 투자를 지향하는 마라톤 펀드도 이러한 시장상황을 빗겨가지 못했습니다. 마라톤 펀드는 현재 95%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은 약 6:4 수준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05년도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이 약 4:6 수준이었으나 중소형 가치주들의 강세로 인해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을
이익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대형주의 편입을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소형주의 비중
이 다른 성장형 펀드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시장대비 수익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IT주들이 실적 저조에
따른 우려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어 편입하였으나 환율하락, 경기둔화 우
려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도 수익률 저조에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가치투자펀드로 이러한 중소형 가치주의 하락은 펀드에는 많은 수익률 제고
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장에서는 회사의 내재가치와는 상관없이 투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
은 주식을 싼 가격에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회사의 내재가치가 좋고 향후 이익성장성이
기대되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 동안 매입하지 못했던 중소형 가치주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펀드에서는 그동안 하락폭이 적거나 상승한 종목들은 일부 편입비율은 줄이고 낙폭과대한
중소형 가치주와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마라톤 펀드를 05년도의 높은 수익률 결과로 인해 향후에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이 나는 펀드라고 기대하는 분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는 펀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라톤을 하는 기분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수익률을 달
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투자가 초석이 되어 결실을 이룬 것입니
다. 따라서 펀드 특성상 오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실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
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회사와 같이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마라톤 펀드의 고객이십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22,192.7    68.4    1.3

당 기 -10,467.7    -6,502.1  49.6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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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2.38 -12.68 -6.96 23.20 116.80

-.수정기준가격

 4.24  7.22 11.22  3.25  7.27 11.27  3.30  7.31 12. 1  4. 4  8. 5 12. 6  4. 9

2,569

2,469

2,369

2,269

2,169

2,069

1,969

1,869

1,769

1,669

1,569

1,469

1,369

1,269

1,169

1,069

969

869

769

 2002  2002  2002  2003  2003  2003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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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7.24 11.22  3.27  7.29 12. 1  4. 7  8. 5 12. 6  4. 8  8. 8 12. 7  4. 6

2,574

2,374

2,174

1,974

1,774

1,574

1,374

1,174

974

774

574

 2002  2002  2002  2003  2003  2003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6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10%

 7.25  4.24 12.22  8.24  4.22 12.17  8.18  4.20 12.11  8. 7  4. 4 12. 2  8. 1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2006  2006  2005  2005  2005  2004  2004  2004  2003  2003  2003  2002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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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9 817.7 23.1  

당  기 332.8 766.9 21.7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61 1.65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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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1개월)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2개월) 00010120009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4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4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2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1개월)

01010120019

이철진 31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상품개발(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7개월)

05010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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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120030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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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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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5월 06월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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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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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금융지주 2006.05.19 166,428

제4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166,42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66,428   
정관일부 변경의 건 166,428   
이사 선임의 건 166,428   
감사위원 선임의 건 166,42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6,428   

하나증권 2006.05.26 208,660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8,660   
정관일부 변경의 건 208,660   
이사 선임의 건 208,660   
감사 선임의 건 208,660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08,660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08,660   

삼성증권 2006.06.02 127,580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7,580   
정관일부 변경의 건 127,580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 127,580   
사내이사 선임의 건 127,58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7,580   

1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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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