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7411 신영마라톤주식 투자신탁 F1호

- 투자신탁의종류 : 주식형

- 운  용  기  간 : 2006.12.01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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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5년 12월 01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외환은행

수 탁 회 사 외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함.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32,665.35 부 채 총 액 773.3

순 자 산 총 액 31,892.05 기준가격(원)
전기말 1,048.96

당기말 9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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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40.5   698.08   1,226.77 32,665.35

비 율 94.11   2.14   3.76

※ 미수입금:326.69 미수배당금:900.08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2.28)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한국타이어 19,186 259.26 295.46 36.20 0.9
하이닉스반도체 14,430 437.77 449.49 11.73 1.4
건설화학 19,190 241.15 270.58 29.43 0.9
CJ 3,202 312.18 312.52 0.34 1
CJ1우 5,685 348.59 249.00 -99.58 0.8
LG상사 13,286 285.67 272.36 -13.30 0.9
제일모직 9,370 268.14 362.15 94.01 1.1
현대해상 59,050 762.04 755.84 -6.20 2.4
동일방직 3,420 206.01 258.21 52.20 0.8
대상 17,880 265.01 182.38 -82.64 0.6
한국철강 7,170 217.45 253.82 36.37 0.8
롯데삼강 1,795 308.71 293.48 -15.23 0.9
한국제지 14,291 499.74 377.28 -122.45 1.2
케이씨씨 2,004 417.27 511.02 93.75 1.6
선창산업 12,379 297.85 420.27 122.41 1.3
일신방직 3,665 168.44 193.88 25.43 0.6
LG 16,890 525.80 525.28 -0.52 1.7
SK 7,892 427.75 631.36 203.61 2
현대약품 19,990 438.46 467.77 29.30 1.5
현대자동차 16,006 1,423.87 1,104.41 -319.45 3.5
POSCO 2,813 579.06 992.99 413.93 3.1
삼성전자 3,358 2,160.82 1,903.99 -256.84 6
우리투자증권 13,413 256.33 281.67 25.34 0.9
LS전선 9,070 302.94 310.19 7.26 1
현대시멘트 11,010 298.77 347.37 48.59 1.1
삼성SDI 8,640 723.80 545.18 -178.61 1.7
코리아써키트 61,804 314.22 244.74 -69.48 0.8
태영 2,845 126.71 188.91 62.19 0.6
한국코트렐 63,660 150.75 247.64 96.89 0.8
현대중공업 6,305 477.00 1,015.11 538.11 3.2
한국프랜지공업 20,930 314.38 213.49 -100.89 0.7
세보엠이씨 53,630 207.50 206.48 -1.03 0.7
경동도시가스 9,560 302.40 343.68 41.28 1.1
LG석유화학 10,310 240.33 303.63 63.30 1
유니드 11,160 248.10 211.48 -36.61 0.7
한국전력공사 23,630 876.02 935.75 59.7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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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삼성증권 13,613 760.99 714.68 -46.31 2.3
한세실업 107,700 158.02 303.18 145.16 1
대웅화학 18,232 340.70 399.28 58.59 1.3
SK텔레콤 5,366 994.10 1,054.42 60.31 3.3
현대엘리베이터 6,134 475.74 417.11 -58.63 1.3
E1 6,974 280.83 355.67 74.84 1.1
대교 1,947 131.34 152.64 21.30 0.5
대교1우 4,060 135.88 164.23 28.35 0.5
동양매직 19,381 152.61 129.85 -22.76 0.4
롯데쇼핑 879 278.87 299.30 20.43 0.9
기업은행 21,150 352.24 395.51 43.27 1.3
신도리코 4,535 242.26 229.02 -13.25 0.7
제일기획 2,095 374.15 477.66 103.51 1.5
KT 18,690 764.80 786.85 22.04 2.5
에스에이엠티 20,909 97.30 107.47 10.17 0.3
TJ미디어 23,252 137.86 91.85 -46.02 0.3
SBS 7,875 318.78 367.76 48.99 1.2
G2R 24,450 434.55 331.30 -103.25 1
금화피에스시 42,937 159.15 161.44 2.29 0.5
S&TC 13,020 301.18 332.01 30.83 1.1
영풍정밀 12,631 215.43 281.04 65.61 0.9
광주신세계 1,413 188.48 207.71 19.23 0.7
평화정공 62,188 324.40 250.62 -73.79 0.8
위닉스 42,176 137.97 113.66 -24.31 0.4
코메론 32,109 141.01 107.08 -33.92 0.3
LG화학 6,370 276.55 277.10 0.54 0.9
LG화학1우 15,289 400.98 363.11 -37.87 1.1
유신 11,140 146.81 140.92 -5.89 0.4
에스피지 44,058 196.49 135.48 -61.01 0.4
동아에스텍 80,160 229.49 226.05 -3.44 0.7
국민은행 10,297 747.28 873.19 125.90 2.8
LG전자 14,617 1,018.87 872.63 -146.24 2.8
국보디자인 74,914 253.47 209.38 -44.08 0.7
세이브존I&C 138,261 217.57 243.34 25.77 0.8
한국투자금융지주 5,620 218.66 264.14 45.48 0.8
농심홀딩스 3,963 326.31 333.68 7.37 1.1
GS 14,900 364.55 479.78 115.23 1.5
와토스코리아 29,542 255.87 206.50 -49.37 0.7
리바트 31,711 333.56 374.19 40.63 1.2
동양이엔피 23,973 256.22 210.48 -45.74 0.7
참테크 26,134 318.65 164.64 -154.01 0.5
하나금융지주 8,870 409.80 443.50 33.70 1.4
LG패션 9,593 206.25 204.33 -1.91 0.6
동일방직배당(보) 104 0.52 7.85 7.3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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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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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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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2007.02.21 500.00 3.44 2007.12.28 1.6
예금(4.04%) 2007.02.01 193.94 0.69 2007.02.28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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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86 703.46 1,159,804 19,505.96 48.12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지난 3개월 동안 펀드는 95%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은 이익실현하면서  실적호
전 종목들과 최근 환율하락에 따라 가격조정을 보임으로써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편입비율을 늘렸
습니다.

대림산업(우)는 목표가격 도달로 모두 이익실현하였고, LG필립스LCD는 손절매하였습니다. 
LG필립스 LCD를 편입할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디지털 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CRT에서 LCD로
의 빠른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대만, 일본등에
서 공격적인 LCD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였고 PDP와의 경쟁이 심화되
면서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07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며 향후 대주주
인 필립스의 지분 매각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가능성등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어 손절매하였습니다.
좀 더 일찍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손절매했어야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LCD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손절매하지 못하고 현재 가격대에서 손절매함으로써 펀드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교훈삼아 향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펀드 환매가 들어옴에 따라 한국타이어, 제일모직, 한세실업, 세이브존 I&C, KCC, POSCO, 에스에이엠
티, 신도리코, KT등 상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의 편입비율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하락에 따
라 가격조정을 보인 현대차, LG전자, 평화정공등의 비중은 일부 늘렸습니다. 

최근 펀드에는 꾸준히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 저조로 마라톤 펀드에 기대가 크셨던
고객님들이 환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역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환매시점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라톤 펀드는 장기적인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종목 선정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어 편입된 종목들이 매년 좋은 실적을 기록
하고 꾸준히 상승하면 좋겠지만 시장상황이나 대외변수로 인하여 실적이 안 좋은 분기도 있고 안 좋은 해도 있
기 마련입니다. 05년에는 모든 편입종목들이 좋았던 해였다면 06년에는 유가나 환율 등으로 편입된 종목들이 매
우 힘든 한 해였고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치 대
비 저평가되어 있고 우량한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의 저조한 실적만으로 펀드를 평가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펀드는 현 수준의 편입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은 이익실현해 나가면서  실적호전
종목들과 최근 환율하락에 따라 가격조정을 보임으로써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편입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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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3,085.4    -1,792.5    1,016.8

당 기 973.7    905.1    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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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2.44 -1.05 6.51 2.01 3.79

11.30 12.26  2. 1  3. 9  4.13  5.22  6.28  8. 3  9. 8 10.18 11.22 12.2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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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7

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2.28  2. 1 12.26 11.20 10.16  9. 6  8. 1  6.26  5.18  4.11  3. 7  1.27 12.23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2007  2007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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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120.0 6.7  

당  기 68.1 94.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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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89 1.79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8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9개월)

01010120017

박인희 32
Megadeal M&A (1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1개월)

06010120030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3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93.30 0.19 1.07 246.57 0.25 8.34    
굿모닝신한증권    22.16 0.04 0.75    
한국투자증권 275.90 0.13 3.16 497.58 1.00 16.83    
대신증권 1,143.08 2.27 13.10    667.02 0.67 7.83
신영증권 3,923.71 4.27 44.95 503.89 0.94 17.04 1,563.49 1.63 18.34
한양증권    680.06 0.77 23.00 243.03 0.49 2.85
부국증권 624.35 1.25 7.15    928.80 0.95 10.90
하나증권    109.81 0.22 3.71    
현대증권 197.73 0.06 2.27    236.45 0.25 2.77
한화증권 604.76 1.21 6.93 14.63 0.03 0.49    
유화증권 734.72 1.47 8.42    350.58 0.40 4.11
동양종합금융증권    286.72 0.57 9.70 1,748.92 1.75 20.52
SK증권    216.38 0.43 7.32    
NH투자증권       487.96 0.54 5.72
브릿지증권    2.92 0.01 0.10    
삼성증권 335.99 0.67 3.85    7.31 0.01 0.09
동부증권 33.76 0.07 0.39    883.81 0.93 10.37
CJ투자증권    275.86 0.28 9.33    
미래에셋증권       59.83 0.12 0.70
푸르덴셜투자증권 138.53 0.28 1.59 100.50 0.20 3.40 826.23 0.83 9.69
흥국증권 622.43 1.13 7.13    520.68 0.52 6.11

합  계 8,728.24 12.99 100.00 2,957.07 4.73 100.00 8,524.10 9.09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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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2월 01월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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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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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트렐 2006.12.18 7,410 정관일부 변경의 건 7,410    
경동도시가스 2006.12.28 11,400 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의 건 11,400    

현대약품 2007.02.12 23,310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3,310    
정관일부 변경의 건 23,310    
이사선임의 건 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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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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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2007.02.12 23,310
감사 선임의 건 23,310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3,310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3,310    

현대해상 2007.02.16 79,320
정관일부 변경의 건 79,320    
이사 선임의 건 79,320    

케이씨씨 2007.02.23 2,816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16    
정관일부 변경의 건 2,816    
이사선임의 건 2,81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16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816    

일신방직 2007.02.23 4,685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685    
이사선임의 건  4,685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68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685    

POSCO 2007.02.23 4,506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506    
정관일부 변경의 건 4,506    
이사 선임의 건 4,50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506    

CJ 2007.02.28 4,368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368    
이사 선임의 건 4,368    
감사 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4,368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68    

제일모직 2007.02.28 12,340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34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2,340    
이사 선임의 건 12,340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340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34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340    

삼성전자 2007.02.28 4,553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4,553    
사외이사 선임의 건 4,553    
사내이사 선임의 건 4,55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55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553    

삼성SDI 2007.02.28 11,602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60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602    

제일기획 2007.02.28 2,805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05    
이사 선임의 건 2,805    
감사 선임의 건 2,805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80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805    

SBS 2007.02.28 10,460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460    
이사 선임의 건 10,460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460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0,460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10,460    
분할 신설회사 이사 선임의 건 10,460    
분할 신설회사 감사 선임의 건 10,460    
분할 신설회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460    
분할 신설회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460    

영풍정밀 2007.02.28 13,096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3,096    
이사 선임의 건 13,09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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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