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71 신영밸류고배당주식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05.26 ~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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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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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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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26,592,330 부 채 총 액 520,979,256

순 자 산 총 액 114,705,613,074 기준가격(원)
전기말 1,264.19

당기말 9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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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8.62   4,197.97   0.01 115,226.59

비 율 96.36   3.64   0.00

※ 미지급금:-2.53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08.25)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진해운 39,525 884.66 841.88 -42.78 0.7
삼성물산 28,010 838.19 729.66 -108.53 0.6
건설화학 96,890 742.51 1,220.81 478.30 1.1
CJ1우 18,428 650.15 928.77 278.62 0.8
LG상사 118,475 1,463.08 2,523.52 1,060.44 2.2
제일모직 88,215 1,705.08 3,263.96 1,558.87 2.8
세아베스틸 72,750 910.85 1,189.46 278.61 1
대한전선 59,630 1,274.30 1,180.67 -93.62 1
현대해상 215,685 1,231.09 2,523.51 1,292.42 2.2
동일방직 13,357 451.13 778.71 327.59 0.7
신영증권 30,472 894.45 920.25 25.80 0.8
한양증권 144,253 1,183.50 1,122.29 -61.21 1
고려제강 44,093 714.04 919.34 205.30 0.8
한국제지 30,911 927.65 797.50 -130.15 0.7
케이씨씨 7,448 1,071.59 1,869.45 797.86 1.6
한독약품 40,574 448.69 543.69 95.00 0.5
삼영무역 204,680 340.46 450.30 109.84 0.4
선창산업 81,165 1,402.85 1,850.56 447.71 1.6
유화증권 58,453 578.71 742.35 163.65 0.6
LG1우 51,073 844.16 806.95 -37.21 0.7
SK 47,430 2,399.98 2,916.95 516.97 2.5
포스렉 64,113 821.73 968.11 146.38 0.8
대덕GDS 177,085 1,672.90 1,517.62 -155.28 1.3
부산은행 93,210 731.21 1,137.16 405.95 1
현대자동차1우 31,107 1,000.64 1,418.48 417.84 1.2
현대차3우B 27,348 910.30 1,126.74 216.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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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POSCO 20,201 3,930.78 4,858.34 927.56 4.2
풍산 98,457 1,209.20 2,116.83 907.62 1.8
삼성전자 9,063 4,832.77 5,854.70 1,021.93 5.1
전북은행 136,048 628.20 912.88 284.68 0.8
현대시멘트 20,167 600.30 521.32 -78.98 0.5
삼성SDI1우 24,250 1,234.59 1,145.81 -88.78 1
애경유화 40,829 689.33 612.44 -76.89 0.5
태경화학 143,280 336.64 293.01 -43.63 0.3
서흥캅셀 65,317 370.85 359.24 -11.61 0.3
호텔신라 122,215 859.18 1,674.35 815.17 1.5
삼성전기1우 57,077 866.19 1,090.17 223.98 1
현대중공업 29,030 1,476.29 3,396.51 1,920.22 3
한국프랜지공업 58,837 848.80 658.97 -189.83 0.6
화천기계 38,780 594.89 529.35 -65.55 0.5
LG석유화학 171,444 3,999.71 3,600.32 -399.39 3.1
유니드 55,210 946.65 1,004.82 58.18 0.9
한국전력공사 103,239 3,041.97 3,799.20 757.23 3.3
태경산업 250,697 663.05 615.46 -47.59 0.5
한세실업 518,650 503.51 832.43 328.92 0.7
인터엠 227,713 350.50 334.74 -15.76 0.3
SK텔레콤 25,124 4,655.88 4,761.00 105.12 4.1
E1 31,665 886.59 1,301.43 414.84 1.1
SK가스 43,950 1,217.65 1,711.85 494.21 1.5
대교1우 16,313 545.94 569.32 23.38 0.5
WISCOM 224,150 745.68 880.91 135.23 0.8
디씨엠 101,327 313.67 317.15 3.48 0.3
동서 37,745 523.07 813.40 290.34 0.7
신도리코 33,850 1,830.27 1,596.03 -234.24 1.4
제일기획 9,986 1,707.34 1,907.33 199.98 1.7
KT 117,069 4,768.37 4,870.07 101.70 4.2
세종공업 216,019 930.63 928.88 -1.75 0.8
KT&G 31,165 1,162.43 1,838.74 676.31 1.6
SBS 10,471 419.87 451.30 31.43 0.4
파라다이스 346,948 1,596.70 1,287.18 -309.52 1.1
한국기업평가 50,263 574.57 738.87 164.29 0.6
G2R 97,413 1,673.24 1,397.88 -275.36 1.2
한국가스공사 118,829 3,580.56 4,200.61 620.04 3.7
이루넷 216,085 677.86 409.48 -268.38 0.4
상신브레이크 271,580 574.56 499.71 -74.86 0.4
위닉스 139,795 442.77 326.42 -116.34 0.3
코메론 148,980 537.26 539.31 2.05 0.5
나라엠앤디 352,709 673.82 864.14 190.31 0.8
LG생활건강1우 38,626 733.48 1,407.92 674.44 1.2
LG화학1우 53,268 1,377.71 1,238.48 -139.23 1.1
국제엘렉트릭 70,444 402.72 457.18 54.46 0.4
동양크레디텍 176,812 557.83 442.03 -115.80 0.4
포항강판 27,138 542.63 430.14 -112.50 0.4
에스피지 259,609 931.77 806.09 -125.68 0.7
LG전자1우 57,043 2,198.46 2,073.51 -124.95 1.8
휴켐스 64,535 240.59 474.33 233.74 0.4
듀오백코리아 76,905 667.78 922.86 255.08 0.8
GS(우선주) 55,104 760.61 1,118.61 358.00 1
맥쿼리인프라 150,300 1,098.80 946.89 -151.9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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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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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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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06.08.25 3,896.92 0.46 2006.08.28 3.4
예금(3.81%) 2006.08.01  0.17 2006.08.31  
예금(4.04%) 2006.08.11 300.00 0.41 2006.08.31 0.3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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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908 9,243.14 975,723 17,598.61 15.53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성과

  신영밸류고배당주식펀드는 지난 3개월동안  -0.74%의 수익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은기간동안 KOSP는  0.5%의
수익율을 보여 시장대비 저조한 수익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동기간동안 외국인 들이 약8조 5천억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 지난해와는 반대로 기관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손절매성매물을 지속적으로 출회하여 상대적으로 중소
형우량주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동펀드의 수익율하락율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동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배당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내재
가치우량주중심의 주식형펀드가 하락기에 시장대비 더 하락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급격
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하여 동 성격의 종목들의 큰 상승폭이 1차 기술적인 원인으로 보며  그동안 지속되었던
원유가 상승, 금리상승, 환율하락등의 외부여건으로인해   실물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상장
기업들의 예상 2/4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국면을 지속하였던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기보유하였던 우량주중심으로 매물이 꾸준하게 출회되었고 이들 매물은 상
당부분 국내 주식형수익증권부분에서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 우량주들이 시장을 항상 이기지만 단기적인 수급장세에서는 이러한 하락폭이 시장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실질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금융자산
으로의 유동성유입지속, 대체투자수단 및 실물투자부분의 부진으로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향으
로 방향성은 없지만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은데  향후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조정 후에는
역시 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등 선진시장이 인플레이션우려 및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이 명확치 않고 관망상태에
있지만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이 상당부분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 경제성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
히 미국등 선진국시장을 대체할 수있을 정도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인도시장은 충분한 대체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배당수익율이 높은 저평가 가치주 중심
으로 장기투자를 기본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는 동펀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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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펀드는  투자목적과 운용전략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일관성있게 실천하면서 장세움직임에 크게 흔들림없이
기본투자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율은 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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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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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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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중심 경영전략으로 배당수익율이 우수하고 경기에 민감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되어 매수하였습니다.

  신영증권은 그동안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선주의 상승으로 인하여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우선주로서의 투자가치가 저하되어 우선주를 매도하고 보통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가 높고 증권사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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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3/4분기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등락이 문제이지 하락장세는 지난1년반에 걸친 거침없는 상승세로 미루
어 보면 있을 수있는 자연스러운 국면이라고도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좀 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수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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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주
의 경우는 시장의 일방적인 매도압력으로 인하여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포함하여 하락시 마다 적극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하여 편입비율을 높여갈 계
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율 누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저평가된 주식에 일관성있는 투
자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배당수익을 중심으로한 밸류지향형 주식투자는 가장 보수적인 주식투자접근방법으로
서 현재와 같은  횡보조정국면에서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 할 수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19,737.9    28,727.7    6,847.6

당 기 17,400.2    1,588.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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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2.71 -0.74 -4.71 12.08 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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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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6 316.5 10.4 7.0

당  기 114.6 267.5 8.8 5.9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51 1.60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투신 주식운용(10년1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2개월)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3개월) 00010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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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5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5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2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2개월)

01010120019

이철진 31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투신 상품개발(10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8개월)

05010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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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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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 0.16 0.78 1.86 0.00 0.02 55.49 0.11 0.66
굿모닝신한증권 221.25 0.44 2.14 921.54 0.94 11.48 983.80 1.14 11.62
한국투자증권 316.99 0.10 3.06 1,564.70 1.56 19.49 1,004.75 0.55 11.87
대신증권 78.38 0.16 0.76 58.77 0.12 0.73 63.39 0.13 0.75
대우증권 698.37 0.36 6.75 16.22 0.03 0.20    
신영증권 4,055.42 5.46 39.19 2,898.65 2.95 36.10 633.19 1.27 7.48
한양증권 800.08 1.19 7.73 898.56 0.90 11.19 1,410.97 2.13 16.67
메리츠증권 20.37 0.04 0.20 48.73 0.10 0.61 2.13 0.00 0.03
우리투자증권 1,472.04 0.59 14.23 98.00 0.20 1.22    
부국증권 38.87 0.08 0.38    32.58 0.07 0.38
하나증권 60.77 0.12 0.59    43.85 0.09 0.52
현대증권 134.17 0.04 1.30    2,098.97 2.86 24.80
한화증권 94.59 0.19 0.91       
유화증권    75.62 0.15 0.94    
동양종합금융증권 23.95 0.05 0.23 39.08 0.08 0.49    
SK증권 45.52 0.09 0.44 129.11 0.26 1.61    
NH투자증권       34.47 0.07 0.41
삼성증권 15.08 0.03 0.15       
동부증권 1,375.64 0.77 13.29    226.48 0.45 2.68
한누리투자증권    42.78 0.09 0.53    
CSFB증권       399.00 1.20 4.71
골드만삭스증권 133.70 0.40 1.29       
CJ투자증권 87.17 0.17 0.84 84.28 0.17 1.05    
키움닷컴증권       59.56 0.12 0.70
푸르덴셜투자증권 35.57 0.01 0.34       
대한투자증권 418.63 0.33 4.05 1,069.38 1.07 13.32 947.53 1.03 11.19
코리아RB증권중개    82.91 0.17 1.03    
흥국증권 139.99 0.28 1.35    467.95 0.53 5.53

합  계 10,347.42 11.07 100.00 8,030.21 8.77 100.00 8,464.12 11.73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6월 07월 08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증권금융    2,630.27 0.01 4.30 5,640.86 0.01 7.40
우리은행 1,499.83  3.69 2,299.74  3.76 14,384.59 0.00 18.86
SC제일은행 800.00  1.97 1,373.30 0.00 2.25    
농협중앙회 24,236.30 0.03 59.61 42,775.29 0.05 69.97 10,065.78 0.01 13.20
중소기업은행 3,581.86 0.00 8.81       
한국씨티은행    1,933.66 0.00 3.16    
신한은행 10,541.44 0.01 25.93 7,609.56 0.00 12.45 44,766.92 0.05 58.70
칼리온은행    2,510.00 0.01 4.11 1,400.00 0.00 1.84

합  계 40,659.42 0.05 100.00 61,131.82 0.06 100.00 76,258.16 0.0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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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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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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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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