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521 프라임배당혼합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혼합형

- 운  용  기  간 : 2006.05.16 ~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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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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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45,179,002 부 채 총 액 2,154,994,454

순 자 산 총 액 27,490,184,548 기준가격(원)
전기말 1,037.83

당기말 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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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24.49 7,324.2 2,566.29 1,918.23   2,011.97 29,645.18

비 율 53.38 24.71 8.66 6.47   6.79

※ 미수입금:1003.05 미수배당금:3.12 미지급금:-1012.56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8.1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물산 4,100 123.05 105.37 -17.68 0.4
CJ1우 5,876 217.73 294.39 76.66 1.1
LG상사 16,899 159.99 375.16 215.16 1.4
제일모직 12,281 218.68 448.26 229.58 1.6
세아베스틸 13,517 157.83 216.95 59.12 0.8
대한전선 8,760 187.68 171.26 -16.43 0.6
현대해상 26,008 112.70 310.80 198.10 1.1
신영증권 4,716 139.08 140.54 1.45 0.5
한양증권 21,428 175.81 157.71 -18.10 0.6
고려제강 11,360 173.44 219.82 46.37 0.8
한국제지 6,740 175.80 168.50 -7.30 0.6
케이씨씨 1,853 243.59 434.53 190.94 1.6
한독약품 9,738 113.65 124.16 10.51 0.5
일신방직 5,009 187.16 180.82 -6.34 0.7
하나증권 20,004 289.42 212.04 -77.38 0.8
유화증권 9,913 91.33 123.91 32.58 0.5
한진중공업 13,364 102.56 319.40 216.84 1.2
포스렉 15,101 168.92 228.03 59.11 0.8
현대자동차1우 7,116 234.42 317.73 83.31 1.2
현대차3우B 5,633 180.37 227.57 47.20 0.8
한국공항 7,619 114.54 161.14 46.60 0.6
POSCO 2,509 488.68 584.60 95.92 2.1
풍산 16,818 211.87 365.79 153.92 1.3
삼성전자 1,071 539.83 647.96 108.13 2.4
LS전선 6,070 177.85 203.04 25.19 0.7
전북은행 41,508 193.97 281.01 87.04 1
현대시멘트 8,157 242.15 216.57 -25.58 0.8
삼성SDI1우 3,334 165.62 145.53 -20.09 0.5
애경유화 9,211 143.04 123.43 -19.62 0.5
서흥캅셀 9,209 53.06 52.03 -1.03 0.2
호텔신라 25,378 168.30 378.13 209.84 1.4
삼성전기1우 12,843 188.05 243.37 55.32 0.9
현대중공업 4,659 192.93 507.83 314.90 1.8
한국프랜지공업 12,651 191.41 129.04 -62.37 0.5
화천기계 5,371 83.18 77.88 -5.30 0.3



aitas@ora8i:rd_sics053.mrd 2006.09.22 10:46:18구애경 Page 2 of 7 프라임배당혼합 (2006.08.15)

2006년  8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LG석유화학 22,817 545.34 433.52 -111.82 1.6
유니드 11,350 184.16 207.14 22.97 0.8
한국전력공사 14,630 404.59 528.14 123.56 1.9
태경산업 71,797 161.58 174.11 12.52 0.6
한세실업 38,940 40.77 66.00 25.24 0.2
SK텔레콤 3,036 579.39 569.25 -10.14 2.1
E1 8,166 209.31 351.14 141.83 1.3
SK가스 6,006 150.55 224.32 73.77 0.8
WISCOM 47,892 192.07 188.93 -3.14 0.7
디씨엠 14,776 45.71 46.54 0.83 0.2
신도리코 3,552 196.00 169.43 -26.57 0.6
제일기획 2,285 363.71 438.72 75.01 1.6
KT 13,880 570.79 564.92 -5.88 2.1
세종공업 27,974 109.23 111.90 2.66 0.4
KT&G 8,085 279.10 488.33 209.23 1.8
한국기업평가 13,702 145.17 200.05 54.88 0.7
G2R 17,504 315.22 236.30 -78.91 0.9
한국가스공사 12,737 402.31 470.63 68.33 1.7
이루넷 52,315 169.06 111.17 -57.89 0.4
위닉스 48,326 146.32 118.40 -27.92 0.4
나라엠앤디 35,673 83.81 80.98 -2.83 0.3
LG화학1우 8,064 210.78 182.25 -28.54 0.7
포항강판 9,181 190.44 145.52 -44.92 0.5
삼영이엔씨 33,855 114.80 166.57 51.76 0.6
LG전자1우 6,445 251.80 240.08 -11.72 0.9
GS(우선주) 13,685 185.40 270.28 84.88 1
맥쿼리인프라 23,000 168.52 145.59 -22.93 0.5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통안40-743-2-1 2,000.00 2,006.31 2004.12.01 2006.12.01 7.3
통안41-739-2-12 30.00 30.09 2005.10.12 2007.10.12 0.1
통안41-749-2-14 1,000.00 1,011.65 2005.12.14 2007.12.14 3.7
통안41-711-2-23 1,500.00 1,501.84 2005.03.23 2007.03.23 5.4
기업은행(신)0604할 800.00 776.28 2006.04.06 2007.04.06 AAA 2.8
수산금융05-11할09 1,000.00 999.38 2005.11.25 2006.08.21 AAA 3.6
우리은행09-06이2갑 1,000.00 998.66 2005.06.08 2007.06.08 AAA 3.6
* 비율은 전체자산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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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하나은행 2005.09.20 1,700.00 69.16 2006.09.20 6.4
정기예금/한국외환은행 2006.07.05 70.00 1.51 2006.08.23 0.3
콜론/신한은행 2006.08.14 77.53 0.02 2006.08.16 0.3
예금(3.81%) 2006.08.01  0.01 2006.08.31  
예금(4.04%) 2006.08.11 0.00 0.00 2006.08.3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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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기업어음/대한석탄공사 1,500.00 1,466.29 4.8500 2006.02.03 2007.02.02 5.3
발행어음/우리은행 1,100.00 1,100.00 4.4500 2006.08.14 2006.08.1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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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89 1,148.64 120,563 1,386.20 8.47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주식부문 ]
* 운용성과

   프라임 배당혼합주식펀드는 지난 3개월동안 -6.7%의 수익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KOSPI는
-8.4%의 수익율을 보여 편입비율을 감안하면 시장대비 저조한 수익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동 기간동안 외국인들이 약8조5천억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 지난해와는 반대로 기관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
로 손절매성 매물을 지속적으로 출회하여 상대적으로 중소형우량주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동펀드의 수익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배당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내재가치우량주중심의 주식형펀드가 하락기에 시장대비 더 하락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급격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하여 동 성격의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던데 일차 기술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며 그동안 지속되었던 원유가상승, 금리상승, 환율하락등의 외부여건으로 실물 경기가 부진한 모
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상장기업들의 예상 2/4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국면을 지속하였습니
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기보유하였던 우량주 중심으로 매물이 꾸준하게 출회되었고 이들 매물을
상당부분 국내 주식형수익증권부분에서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 우량주들이 시장을 항상 이기지만 단기적인 수급장세에서는 이러한 하락폭이 시장보
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방향성은 없고 파생상품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동성만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향후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
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조정후에는 역시 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기
업의 수익성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등 선진시장이 인플레이션우려 및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이 명확치 않고 관망상태
에 있지만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이 상당부분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 경제성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특히 미국등 선진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인도시장은 충분한
대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배당수익율이 높은 저평가 가치
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기본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는 동펀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펀드는  투자목적과 운용전략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일관성있게 실천하면서 장세움직임에 크게 흔들림없이
기본투자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율은 57%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
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방향과 반대로 매매의 틀을 잡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종목별로는 화천기계, 디씨엠, 나라엠앤디, 신영증권을 주로 매수하였고 펀드의 부분환매로 인
한 매도시에는 전보유종목을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하락
폭이 큰 경우에는 전 보유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종목을 넓혀서 운용을 하였습니다.

디씨엠은 라미네이팅 강판제조업체로 우리나라 가전 3사에 냉장고용, 세탁기용컬러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
니다. 국내 시장의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안정성이 높으며 배당수익율이 높아 편입하였습니다.

화천기계는 범용공장기계 생산 및 CNC공작기계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유동비율 184%, 부채비율 49.8%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하고있고, 공장기계 및 자동차 부문의 수익창출로 수
익성 향상 기대되며 배당수익율도 5%이상으로 예상되어 매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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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나라엠엔디는 기술력 뛰어난 자동차, 전자 금형 제작업체입니다.  금형부문에서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 및
해외에 약 230여개의 거래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금형의 수주 증가로 매출액 증가하였으나 철강 원재료비의 급등과 환율 하락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주주중심경영전략으로 배당수익율이 우수하고 경기에 민감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어 매수하였습니다.

  신영증권은 그동안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선주의 상승으로 인하여 보통주와의 가격갭이 줄어들어 우
선주로서의 투자가치가 저하되어 우선주를 매도하고 보통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가 높고 증권사이
지만 업황의 변동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이 적고 배당수익율이 높은 점을 평가하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여전히 조정국면에 있지만 지난 3개월간에 걸친 조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가격메리트가 생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3/4분기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
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등락이 문제이지 하락장세는 지난1년반에 걸친 거침없는 상승세로 미루어
보면 있을 수있는 자연스러운 국면이라고도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좀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하며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동펀드의 투자대상종목들은 전년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KOSPI와는 달리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신을 갖고 저평가된 종목에 대하여는 일관성있게 편입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는 시
장의 일방적인 매도압력으로 인하여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들을 포함하여 하락시 마다 적극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하여 편입비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율누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저평가된 주식에 일관성있는 투자
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배당수익을 중심으로한 밸류지향형 주식투자는 가장 보수적인 주식투자접근방법으로서
현재와 같은  횡보조정국면에서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채권부문 ]
채권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금리예측에 따른 적극적인 딜링보다는 국고채, 통안채, 우량은행채 및 정기예금 중심
의 안전자산 종목들을 편입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6일 현재 채권 편입비는 신탁자산 대비 26.6%이며, 나머지 현금자산은 이자수익 제고를 위해 정기
예금 및 콜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산의 듀레이션은 보수적인 운용을 유지하며 비교적 짧은 0.56수준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금리 인상 후 채권 금리는 하반기 경기 둔화에 무게를 두며 장기물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장단기 스프레드의 과도한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현 시점은 추가강세를 전망한 장기물 투자 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쓰며 현재의 중립적 수준의 운용을 견지하고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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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기 2,800.8 -14.7   2,805.5 -25.6   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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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1.19 -5.75 -1.77 5.80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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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1.15 12.20  2.11  4. 4  5.25  7.14  9. 2 10.25 12.13  2. 2  3.24  5.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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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1,297

1,247

1,197

1,147

1,097

1,047

997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54%,국채 1년금리:36%,CD금리:10%

 8.14  7. 7  5.17  3.27  2. 3 12.14 10.26  9. 5  7.15  5.26  4. 6  2.14 12.22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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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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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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105.6 2.5  

당  기 38.4 89.6 2.1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92 1.95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투신 주식운용(10년2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종희 38
신영증권 채권영업(3년9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6년11개월)

00010120010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3개월)

01010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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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4개월) 00010120009

김영준 34 신영투신 채권운용(7년1개월) 00010120013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6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6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2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3개월)

01010120019

이철진 31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상품개발(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9개월)

05010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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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120030

김현희 29
한국자금중개(주)(8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1년10개월)

06010120029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18.54 0.04 1.31 0.28 0.00 0.08 4.24 0.01 0.56
굿모닝신한증권 12.67 0.03 0.89 5.98 0.01 1.66 4.09 0.01 0.54
한국투자증권 237.50 0.07 16.78       
대신증권 6.48 0.01 0.46 7.25 0.01 2.01    
대우증권 59.69 0.12 4.22 85.35 0.03 23.69    
신영증권 116.86 0.23 8.26 95.14 0.19 26.41 21.86 0.04 2.88
한양증권 67.92 0.13 4.80       
메리츠증권 4.47 0.01 0.32 2.08 0.00 0.58    
우리투자증권 67.17 0.05 4.74 48.36 0.01 13.43 7.60 0.02 1.00
부국증권    5.64 0.01 1.56    
하나증권    8.26 0.02 2.29    
현대증권 352.61 0.11 24.91    554.14 0.75 73.00
한화증권 33.30 0.07 2.35       
유화증권 7.54 0.02 0.53 0.44 0.00 0.12 4.23 0.01 0.56
동양종합금융증권 3.68 0.01 0.26 0.81 0.00 0.23 0.48 0.00 0.06
SK증권 22.40 0.04 1.58 1.57 0.00 0.44 2.09 0.00 0.28
브릿지증권 13.62 0.03 0.96       
삼성증권 54.00 0.11 3.82       
동부증권 173.35 0.06 12.25 26.49 0.05 7.35    
골드만삭스증권 49.32 0.15 3.48       
CJ투자증권 8.36 0.02 0.59 12.65 0.03 3.51    
키움닷컴증권       7.20 0.01 0.95
리딩투자증권 17.86 0.02 1.26       
대한투자증권 43.69 0.03 3.09    10.71 0.02 1.41
다이와증권       137.40 0.41 18.10
코리아RB증권중개 33.14 0.07 2.34 25.50 0.05 7.08    
흥국증권 11.33 0.02 0.80 34.42 0.07 9.55 5.09 0.01 0.67

합  계 1,415.50 1.43 100.00 360.21 0.49 100.00 759.13 1.29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1,003.85  100.00    1,011.70  40.24
키움닷컴증권       499.30 19.86
KIDB채권중개       1,003.05 39.90

합  계 1,003.85  100.00    2,514.0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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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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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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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2006.05.26 22,464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464

 

  
정관일부 변경의 건 22,464   
이사 선임의 건 22,464   
감사 선임의 건 22,46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464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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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