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991 신영고배당주식 투자신탁(Class A)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07.20 ~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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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4년 10월 20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S K 증권
외환은행
NH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신흥증권

한불종합금융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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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187,970 부 채 총 액 1,759

순 자 산 총 액 186,211 기준가격(원)
전기말 986.92

당기말 1,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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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54.1   9,436.02   1,622.28 189,812.4

비 율 94.17   4.97   0.85

※ 미수입금:1592.47 미수배당금:29.8 미지급금:-701.08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6.10.19)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CJ 4,544 441.26 453.49 12.23 0.2
CJ1우 49,486 2,247.46 2,523.79 276.32 1.3
LG상사 132,104 2,211.52 2,721.34 509.83 1.4
제일모직 117,238 2,804.58 4,607.45 1,802.87 2.4
세아베스틸 141,580 2,349.88 2,484.73 134.85 1.3
대한전선 48,730 896.58 1,081.81 185.23 0.6
현대해상 242,408 2,357.35 2,896.78 539.43 1.5
한양증권 122,600 1,079.96 1,141.41 61.45 0.6
고려제강 15,640 393.00 362.07 -30.93 0.2
한국제지 37,378 1,486.27 975.57 -510.70 0.5
케이씨씨 12,780 2,703.70 3,476.16 772.46 1.8
한독약품 61,798 792.68 831.18 38.50 0.4
LIG손해보험 210,315 2,567.84 2,713.06 145.22 1.4
금호산업1우 129,741 1,170.74 1,085.93 -84.81 0.6
SK 52,798 2,970.11 3,210.12 240.00 1.7
부산은행 258,670 2,969.63 3,026.44 56.81 1.6
현대자동차 6,200 469.61 474.30 4.69 0.3
현대자동차1우 89,448 4,565.12 3,953.60 -611.52 2.1
현대차3우B 16,495 819.61 664.75 -154.86 0.4
POSCO 28,919 6,302.42 7,403.26 1,100.84 3.9
풍산 143,811 2,344.45 2,732.41 387.96 1.5
삼성전자 18,565 10,875.98 11,807.34 931.36 6.2
우리투자증권1우 148,279 1,651.95 1,809.00 157.05 1
LS전선 84,021 2,572.79 3,268.42 695.63 1.7
전북은행 264,509 1,985.98 2,319.74 333.77 1.2
GS건설 18,566 893.04 1,256.92 363.88 0.7
애경유화 85,849 1,616.58 1,347.83 -268.7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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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태경화학 273,996 687.79 608.27 -79.52 0.3
F&F 64,910 318.61 287.55 -31.06 0.2
서흥캅셀 52,220 281.76 259.27 -22.49 0.1
호텔신라 66,719 716.98 944.07 227.10 0.5
SIMPAC 166,635 224.21 255.78 31.57 0.1
무림페이퍼 138,450 1,536.17 1,165.75 -370.42 0.6
현대중공업 33,820 2,501.41 4,684.07 2,182.66 2.5
한국프랜지공업 73,602 1,074.97 824.34 -250.62 0.4
화천기계 15,710 232.27 227.80 -4.48 0.1
금호석유1우 93,388 1,112.79 1,209.37 96.58 0.6
LG석유화학 239,425 5,738.60 5,135.67 -602.93 2.7
동양기전 257,642 1,044.11 1,051.18 7.07 0.6
한솔케미칼 363,281 3,144.16 2,575.66 -568.50 1.4
유니드 52,440 1,005.22 946.54 -58.68 0.5
부산도시가스 36,322 764.01 728.26 -35.76 0.4
예스코 72,383 1,912.63 1,885.58 -27.06 1
한국전력공사 229,893 7,856.24 8,356.61 500.37 4.4
태경산업 522,340 1,723.57 1,355.47 -368.10 0.7
환인제약 45,010 616.10 632.39 16.29 0.3
인터엠 225,204 379.04 298.40 -80.64 0.2
SK텔레콤 45,122 8,792.57 9,182.33 389.76 4.9
E1 45,420 1,786.43 1,812.26 25.83 1
SK가스 42,160 1,451.22 1,686.40 235.18 0.9
한라공조 201,528 2,055.15 2,055.59 0.44 1.1
와이지-원 204,820 550.58 602.17 51.59 0.3
다우기술 247,387 1,569.71 1,345.79 -223.92 0.7
WISCOM 293,033 1,290.81 1,210.23 -80.58 0.6
기업은행 280,301 4,038.98 4,596.94 557.96 2.4
KT 225,107 9,553.54 9,195.62 -357.92 4.9
좋은사람들 75,510 200.63 196.33 -4.30 0.1
세종공업 298,221 1,709.21 1,336.03 -373.18 0.7
KT&G 65,196 3,008.64 3,637.94 629.30 1.9
파라다이스 219,693 1,072.41 812.86 -259.55 0.4
G2R 278,448 4,620.29 4,329.87 -290.43 2.3
한국가스공사 135,847 4,686.62 5,026.34 339.72 2.7
성도이엔지 70,810 211.65 201.81 -9.84 0.1
오로라월드 46,729 151.02 158.64 7.62 0.1
이루넷 315,563 1,027.54 665.84 -361.70 0.4
상신브레이크 182,170 343.04 344.30 1.27 0.2
코아로직 20,868 555.70 597.87 42.16 0.3
인탑스 22,388 527.05 614.55 87.50 0.3
코메론 243,747 872.36 823.86 -48.49 0.4
LG화학1우 140,574 4,236.51 3,514.35 -722.16 1.9
국제엘렉트릭 44,830 279.95 318.29 38.35 0.2
한국트로닉스 65,398 219.12 200.44 -18.68 0.1
신한지주 50,270 2,252.52 2,133.96 -118.56 1.1
에스에프에이 59,178 1,473.88 1,733.92 260.04 0.9
포항강판 83,407 1,828.63 1,309.49 -519.14 0.7
국민은행 41,260 3,136.32 3,280.17 143.85 1.7
삼영이엔씨 47,325 228.26 226.69 -1.58 0.1
LG전자1우 68,750 3,016.44 2,279.06 -737.37 1.2
듀오백코리아 13,380 168.18 163.24 -4.95 0.1
유니퀘스트 180,475 1,201.13 1,227.23 26.10 0.7
GS 85,526 2,198.45 2,762.49 564.04 1.5
GS(우선주) 53,614 924.14 1,066.92 142.78 0.6
동양이엔피 80,880 859.23 792.62 -66.61 0.4
하나금융지주 3,788 170.99 172.54 1.55 0.1
에이치앤티 49,883 259.93 271.36 11.43 0.1
맥쿼리인프라 442,720 3,036.20 2,806.84 -229.35 1.5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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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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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우체국 2006.05.23 1,600.00 30.20 2006.11.23 0.9
정기예금/하나은행 2006.08.31 60.00 1.13 2006.11.24 0
정기예금/신한은행 2006.08.07 600.00 11.34 2006.11.24 0.3
정기예금/우체국 2006.09.28 520.00 8.52 2006.12.13 0.3
정기예금/우리은행 2006.08.21 1,190.00 19.45 2006.12.14 0.6
콜론/농협중앙회 2006.10.19 1,000.00 0.12 2006.10.23 0.5
콜론/한국수출입은행 2006.10.19 4,387.21 0.52 2006.10.23 2.3
예금(4.04%) 2006.10.01 6.65 0.88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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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346 25,648.01 1,588,751 29,840.91 17.14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경과

지난 5~6월의 급락 국면 이후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해 오다가 10월 초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
재를 만나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KOSPI는 9.76% 상승하였으며 펀드는 KOSPI 상승폭의
8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펀드는 설정후 만 2년을 지나고 있으며 누적수익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시작하였던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은 8월 중순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6월의 단기간
의 급격한 하락 이후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 종목 교체와 포트폴리오 개선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매수 종목은 기업은행, 동양기전, 동양이엔피, 대한전선, 전북은행, 코아로
직 등이며 이외에도 10여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낙폭이 컸던 중소형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급적 피해왔던 IT업종의 종목들도 장기소외 끝에 추가적인 급락으로 충분
한 가격 메리트가 생겨 긍정적인 관점에서 몇몇 종목을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주요 매도종목은 금호타이어, 제
일모직,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GS건설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낮아진 10여 종목을 매도하
여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주식 편입비는 지난 3개월간 90~92%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번 급락 사태를 맞아 종목
별로 추가 매수하여 95% 수준까지 편입비가 높아졌습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3개월간 가장 수익율이 높았던 종목들은 KCC, 현대중공업, 세아베스틸, LG화학우선주, 한라
공조 등이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급격한 약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들이 8월 중순부터는 IT업종과 자산주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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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며 조선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10월 들어 북한의 핵실험 사실 발표로 인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5~6월의 급락 국면 이후 꾸
준히 완만한 반등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악재를 만나 다시 종합주가지수는 장
중에는 1300선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일단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10월초의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 동안 북한의 일련의 핵 위협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시장에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본다
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까지 주식시장은 당분간 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비이성적인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므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등락폭을 예측하
는 것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걸프전이나, 911사태 등의 예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경제 외적인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었다는 것입
니다. 경제 외적인 충격은 단지 일시적인 충격일 뿐이었고 결국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추세는 경기와 기업이익
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었다는 것,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투매 국면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싼 가
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펀드는 일단 이번의 폭락 국면에서 한 차례
매수를 하여 주식편입비를 높인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배당주 위주로 추가 매수
하면서 소폭 포트폴리오를 조정 해나갈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 다시 투매 국면이 벌어진다면 역시 장
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8,036.5    -11,230.2 -0.0   9,743.0

당 기 6,778.3    -11,544.5 -0.0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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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0.89 7.63 -8.02 6.22 61.06

10.19 11.29  1.25  3.28  5.25  7.20  9.15 11.14  1.10  3. 9  5. 4  7. 4  8.31

1,794

1,744

1,694

1,644

1,594

1,544

1,494

1,444

1,394

1,344

1,294

1,244

1,194

1,144

1,094

1,044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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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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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9. 5  7. 7  5.10  3.13  1.13 11.17  9.21  7.25  5.27  3.31  1.28 12. 2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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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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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5 745.6 14.5  

당  기 312.1 728.3 14.2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2.28 2.46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투신 주식운용(10년3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이헌우 40

동양종금증권(주)(4년5개월)
동양투자신탁운용(주)(10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주)(6년7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개월)

06010120031

김대환 35
신영투신 투자전략(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4개월)

01010120017

백승훈 34 신영투신 주식운용(7년5개월) 00010120009

황경식 33
제일투자증권 목동지점(7개월)
신영투신 투자전략(5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5년7개월)

01010120020

원주영 33
신영투신 상품개발(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년7개월)

00010120012

홍순모 33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팀 (1년10개월)
신영투신 투자분석(3년6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2년4개월)

01010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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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10120028

박인희 31
MegaM&A Capital(1년)
KB자산운용(주)(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6개월)

06010120030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8월 09월 10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204.62 0.06 2.74 301.00 0.0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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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8월 09월 10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대우증권 570.46 1.14 1.97    874.47 1.75 4.57
신영증권 12,301.68 18.98 42.58 2,411.06 4.82 32.33 9,434.42 18.87 49.30
한양증권 1,082.71 2.17 3.75 43.90 0.09 0.59 1,432.99 2.87 7.49
메리츠증권    782.42 1.56 10.49    
우리투자증권 3,604.23 4.40 12.47 1,210.01 2.42 16.23 426.40 0.85 2.23
부국증권 229.62 0.46 0.79       
하나증권       220.46 0.44 1.15
현대증권 2,358.39 4.72 8.16       
한화증권 473.84 0.93 1.64    57.14 0.11 0.30
삼성증권 2,101.70 4.20 7.27 446.65 0.89 5.99 2,976.78 4.34 15.55
동부증권 981.30 0.98 3.40 778.28 1.56 10.44    
CJ투자증권 923.25 1.85 3.20 274.63 0.55 3.68    
푸르덴셜투자증권 3,659.84 6.16 12.67    3,060.48 4.40 15.99
대한투자증권 605.87 1.21 2.10    354.38 0.71 1.85
흥국증권    1,305.93 2.61 17.51    

합  계 28,892.90 47.19 100.00 7,457.50 14.57 100.00 19,138.53 34.43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8월 0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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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08월 0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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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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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상사 2006.09.28 123,264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123,264

 
  

이사 선임의 건 12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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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