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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운용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화 :02-2004-9500 , www.syfund.co.kr )

신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자)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06월 18일 -2008년 09월 17일 )

[ 자산운용보고서 ]

이 상품은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6,7층)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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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자 산 운 용 회사 :
◈분            류 :

[ 간접투자재산현황 ] (단위:원,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 상품의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총수로 나눈 가격임

[ 기간수익률 ] (단위: %)

※ 비교지수 :

[ 연평균수익률 ] (단위: %)

※ 비교지수 :

1 3 6 9 # 1 2 3 5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자)

펀  드  명 1년

-6.98%

3개월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2년

0.00%

0.00%

1년

0.00% 0.00%

3년

0.00%

0.00%

5년

0.00%

174,432,900         

180,670,468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0.00%

해당사항없음

-14.09% 0.00%

0.00%0.00% 0.00%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자)

펀  드  명

순자산총액(C=A-B) 174,403,844         -0.02%

685,817             1,038,952           51.49%

증감률

175,118,717         175,442,796         0.19%

전  기  말

신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자)
77284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210,278,311         

829.40

16.39%

965.48 -14.09%

당  기  말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비 교 지 수

0.00%

-7.31% -17.06%

0.00%

기간수익률

-6.98%

-14.09%

-7.31%

-17.06%

0.00%0.00% 0.00% 0.00% 0.00% 0.00%

-18%

-16%

-14%

-12%

-10%

-8%

-6%

-4%

-2%

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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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0 0 # # #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100.00)(92.28) (0.00) (7.72) (0.00)

14 0 1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162 0
KRW

0 0 0

0 1750 162 0 14

3. 자산구성 현황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수익증권 퇴직연금배당주식(모) 92.28%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구    분

특별자산

0

실물
자산장내채권 현금기타

0 00

비  중

(0.00)

0 0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92.28) (0.00) (7.72) (0.00)(0.00) (0.00) (0.00)(0.00)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0.00) (0.00)

0 0

통화별
구분 주식

0.000.000.000.00

92.28

7.72 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최초 설정일 :
◈존속기간 :
◈자산운용회사 :
◈수탁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판매회사 :

◈상품의 특징

▣ 주식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채권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어음 및 채무증서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수,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수,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

평가금액

162

취득금액

188

종  목  명

퇴직연금배당주식(모)

취득일자종  류

간접

합  계 162188

92.28%

비중

92.28%

II. 상 세 정 보

아이타스

신영증권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시중 금리이상의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기위하여 배당수익률이 우수한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하여 안정
적인 수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배당투자지향형 펀드임.

77284
2007-12-18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국민은행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주,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보수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로 연환산 수치임

◈ 총보수 비용 비율 ( 단위 :  % )

매매수수료 비율

2.36%

14

0.00% 0.00%

2.44% 2.43%

1.05

전          기 당         기구         분

2.36%보수 합계 0.69

0.01%

0.01

0.00 0.01% 0.01

0.01 0.02%

판매회사

수탁회사

1.63%

0.02%

0.47 1.63% 0.73

당  기

비율(%)비율(%)금액 금액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33% 2008-09-18콜론 대한투자증권 2008-09-17 13

4.50%

합  계

7.41%

0.31%

7.72%

예금 국민은행 1

0 0

-26

단기대출(예금일자) 단기대출(예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

0

당기

전기

구          분

0.20자산운용회사

총보수 비용 비율

0

특별자산파생상품

0

장외

-26 0

0 0

기타 손익합계

구  분 금융기관 비중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0

0 -1

투자증권

간접투자
증권

기타

실물
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0 0

-1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0 6 0 0

0.70%

비  고

0.31 0.70%

전  기

5



주)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 현황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성명 연령 직위

46 99010120004

3,269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4년3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펀드수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0. 공지사항

9. 분배금 지급내역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홈페이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6,7층) 신영투자신탁운용(주)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 단위:갯수,억원)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자)]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투자신탁운용]이 작성하여 수탁회사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신영증권]을(를) 통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허남권 본부장 6 13,961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2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1010120017김대환 38 선임 17



매매수수료 비율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수익증권

보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탁회사란 펀드의 수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

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그룹(Class)별로

서로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해당 운용기간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자산운용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이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o

o 자산운용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화 :02-2004-9500 , www.syfund.co.kr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06월 18일 -2008년 09월 17일 )

[ 자산운용보고서 ]

이 상품은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6,7층) 신영투자신탁운용(주)



I. 기본정보

1. 개     요

2. 운용성과

3. 자산구성 현황

II. 상세정보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3. 매매주식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5. 운용전문인력현황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내용

9. 분배금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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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펀드용어정리>

목        차



◈명            칭 :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자 산 운 용 회사 :
◈분            류 :

[ 간접투자재산현황 ] (단위:원,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 상품의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총수로 나눈 가격임

[ 기간수익률 ] (단위: %)

※ 비교지수 :

[ 연평균수익률 ] (단위: %)

※ 비교지수 :

1 3 6 9 # 1 2 3 5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비 교 지 수

0.00%

-6.77% -16.92%

0.00%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54007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6,269,154,855       

859.88

26.66%

1,006.73 -14.59%

증감률

5,223,907,087       5,396,840,101       3.31%

전  기  말 당  기  말

5,390,732,302       8.18%

240,954,391         6,107,799           -97.47%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순자산총액(C=A-B)

자 산 총 액 (A)

4,982,952,696       

4,949,625,411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18.04%

해당사항없음

-14.59% -18.04%

0.00%0.00% 0.00%

5년2년

21.09%

0.00%

1년

0.00% 0.00%

3년

0.00%

0.00%

0.00%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1년

-7.30%

3개월

부 채 총 액 (B)

기간수익률

-7.30%

-14.59%

-6.77%

-16.92%
-18.04%

0.00% 0.00% 0.00% 0.00% 0.00%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18.04%

21.09%

0.00% 0.00%0.00% 0.00% 0.00% 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1 2 3 5

Fund BM



[ 운용개요 ]

◈운용 개요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 0 # # 0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통화별
구분 주식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0.00) (0.00)

0 0

(92.30) (7.70) (0.00)(0.00) (0.00) (0.00)

비  중

(0.00)

4,982 0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0.00) (0.00)

구    분

특별자산

0

실물
자산장내채권 현금기타

0 00

주식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2.71%

주식 한국전력 4.22% GS 2.71%

주식 삼성전자 7.38%

주식 POSCO 3.79%

현대차2우B

현대중공업 2.17%주식 SK텔레콤 3.75% 주식

한국가스공사 2.58%

주식 LG화학우 2.23%

주식

주식주식 KT 4.01%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펀드는 하락 국면에서 종목별 상대가격 수준에 따라 비중 조절을 지속했으며 주식편입비율은 95~96% 수준을 유
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익 실현하고 한편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종
목들을 매도하여 펀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하락폭이 큰 업종대표주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
히 매수하였습니다.

기타

3. 자산구성 현황

0 5,3970 0 0 415

KRW
4,982 0 0 0 0 0 0 415 0 5,397

(92.3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0.00) (0.00) (7.70) (0.00)

92.30

0.000.000.000.00 7.70 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최초 설정일 :
◈존속기간 :
◈자산운용회사 :
◈수탁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판매회사 :

▣ 주식 (단위:백만원, %)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54007
2006-01-16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II. 상 세 정 보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아이타스
국민은행

공용

7.38%삼성전자 759 398

3.79%

3.75%

4.22%

KT 5,149 216 4.01%

한국전력 7,481 228

POSCO 483 204

5,040 146

SK텔레콤 994 202

2.71%

현대차2우B 5,880 146 2.71%

GS

한국가스공사 2,250 139 2.58%

LG화학우 3,230 120 2.23%

현대중공업 469 117 2.17%

LG전자우 2,668 112 2.08%

국민은행 1,800 101 1.87%

제일모직 1,930 90 1.68%

하나금융지주 2,154 77 1.43%

부산은행 6,580 75 1.40%

신한지주 1,650 75 1.40%

기업은행 4,570 71 1.31%

현대해상 3,973 70 1.30%

LG상사 2,858 66 1.23%

롯데쇼핑 213 61 1.14%

삼성물산 1,080 58 1.07%

한국공항 1,300 57 1.06%

코리안리 6,301 56 1.04%

KCC 157 56 1.03%

GS건설 600 56 1.03%

제일기획 234 55 1.01%

E1 565 54 1.01%

인탑스 3,370 54 1.00%

KT&G 586 54 1.00%

삼성카드 1,340 52 0.96%

한국금융지주 1,510 51 0.94%



S-Oil 790 50 0.94%

예스코 1,690 50 0.93%

신도리코 870 50 0.92%

대한전선 1,870 50 0.92%

맥쿼리인프라 8,880 49 0.90%

에스에프에이 890 48 0.88%

LS 670 48 0.88%

삼성SDI 550 46 0.86%

LG우 1,669 45 0.83%

LG패션 1,480 42 0.78%

호텔신라 2,220 40 0.74%

WISCOM 9,450 37 0.69%

파라다이스 12,890 32 0.59%

LG 550 31 0.57%

신세계건설 1,630 30 0.55%

유니퀘스트 7,050 28 0.51%

한국전자금융 8,560 27 0.50%

SBS 700 27 0.50%

부산가스 1,240 27 0.50%

농심홀딩스 390 27 0.50%

CJ홈쇼핑 410 27 0.50%

CJ우 1,272 27 0.50%

고려제강 610 27 0.49%

국도화학 1,110 27 0.49%

삼성증권 385 26 0.49%

대림산업우 860 26 0.49%

유니드 750 26 0.48%

한라공조 2,650 26 0.48%

한세실업 7,999 26 0.48%

세종공업 4,890 26 0.48%

태경산업 5,890 26 0.48%

와이지-원 5,170 26 0.47%

동양이엔피 3,130 25 0.47%

대상홀딩스 6,190 25 0.47%

유성기업 9,408 25 0.47%

환인제약 1,820 25 0.47%

삼성화재 129 25 0.47%

코메론 8,930 25 0.46%

SK가스 390 25 0.46%

인천도시가스 950 25 0.46%

우리투자증권우 2,780 25 0.46%

한솔케미칼 3,170 25 0.45%

화신 9,470 24 0.45%

풍산 2,300 24 0.45%

신영증권 632 24 0.45%

CJ제일제당 우 400 24 0.44%

태평양 189 24 0.44%

삼환기업 1,480 23 0.43%

유한양행 113 23 0.43%



▣ 채권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어음 및 채무증서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수,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수,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주, 백만원, % )

합        계 236,318 4,982

0.19%

92.30%

10650한국타이어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구  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일자) 단기대출(예금액)

예금 국민은행 0

합  계 415

2008-09-17 415

4.50%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33% 2008-09-18 7.69%

0.00%

7.70%

콜론 대한투자증권

에머슨퍼시픽 5,004 22 0.41%

삼성전기우 1,350 22 0.40%

SBS홀딩스 710 21 0.40%

애경유화 880 20 0.37%

GⅡR 2,140 20 0.37%

선창산업 414 17 0.32%

동양고속 480 13 0.24%



주)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주) 해당 운용기간 동안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 (1회전)이며, 매매회전율이 높은 경우 펀드에서 지출되는 거래비용 증가됨.

◈운용의 개요

최근 들어 높아진 환율의 불안에 따른 위험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서브
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신용경색 문제가 굴지의 투자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책당국은 불가피하게 파격적인 구제책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
니다.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펀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전략에 충실한 투자를 지
속해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투자전략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펀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들은 보통 주가 수준이 시장 평균 수준에 비해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 제 가치보다 싸게 투자할 기회는 흔하지 않
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기에는 우량주들을 제 가치보다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높은 경쟁력와
안정성을 가진 종목 위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 종목들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비록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여 경기가
진퇴를 거듭하고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저평가되고 우량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객분들의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것이 투자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에
의존한 투자는 몇 번은 성공할 수는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나가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항상 기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
하였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냉정한 입장에서 시장
과 종목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운용계획]
주식시장이 작년 하반기 최고점 대비로는 30% 넘게 하락한 수준이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어 회복에
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주식시장에서는 각종 루머가 횡행하고 공포심리
가 확산되고 있어서 펀드 운용자의 입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국민은행, 제일모직, 롯데쇼핑, LS, 신도리코, 예스코 등이며 전량 매도한 종목은
하이닉스, 기아차, 한국철강, 금호산업, NHN, 현대백화점 등입니다. 추가 매수하여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KT,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등이며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E1 등입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통신, 유틸리티 섹
터의 대형주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대형주의 비중을 대폭 낮춘 것이 주된 변화입니다.

[운용경과]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경색과경기둔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세계 주식시장은 이러한 영향으로 계속 약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KOSPI는 다시 저점을 갱신하며 14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
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매매회전율
매      수 매      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78.11%268,607 5,085 251,740 3,877

펀드는 하락 국면에서 종목별 상대가격 수준에 따라 비중 조절을 지속했으며 주식편입비율은 95~96% 수준을 유지하였습
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익 실현하고 한편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도하여
펀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하락폭이 큰 업종대표주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매수하였습니다.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보수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로 연환산 수치임

◈ 총보수 비용 비율 ( 단위 :  % )

주)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허남권 46 본부장 6 13,961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2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1010120017

-79

김대환 38 선임 17 3,269

0 4

0.00%

비  고

0.00 0.00%

전  기 당  기

비율(%)비율(%)금액 금액

0

투자증권

00

0.00%

0.30%

0

기타

실물
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0 0

기타 손익합계

5 0

총보수 비용 비율

0

특별자산파생상품

0

장외

0 0

-83

간접투자
증권

전기

구          분

0.00자산운용회사

0 0-835

0 0 0 0

-831당기

구    분

06월(08.06.18 - 08.07.17) 07월(08.07.18 - 08.08.17)

수수료율
(비중)

08월(08.08.18 - 08.09.17)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0.00

0.00

수수료율
(비중)

0.52%

0.00%

0.00%0.00 0.00%

판매회사

수탁회사

0.00 0.00%

보수 합계

0.00 0.00% 0.00일반사무관리회사

(비중) (비중) (비중)

거래금액
금액

수수료율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

매매수수료 비율 0.30%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4년3개월)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5. 운용전문인력 현황

0.50%

( 단위:갯수,억원)

성명 연령 직위
펀드수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전          기 당         기구         분

LIG투자증권
7 0 0.10

CJ투자증권
27 0 0.10 274 0 0.07

(1%) (1%) (11%) (10%)

푸르덴셜증권
11 0 0.10

(0%) (1%)



0 0.2546
골드만삭스

리딩투자증권
13 0 0.10 23 0 0.10

(0%) (0%) (1%) (1%)

한누리투자증권

1,480 1 0.07 46 0 0.10

(33%) (32%) (2%) (3%)

교보증권
1,202 1 0.07

(47%) (46%)

삼성증권
22 0 0.10 25 0 0.10

(1%) (1%) (1%) (2%)

메리츠증권
365 0 0.07

(20%) (17%)

키움닷컴증권
43 0 0.10

(2%) (3%)

하나대투증권
10 0 0.10

(0%) (1%)

한국투자증권
33 0 0.10 41 0 0.10

(1%) (1%) (2%) (3%)

피데스증권
78 0 0.10

(4%) (5%)

코리아RB
5 0 0.10

(0%) (0%)

미래에셋증권
51 0 0.10 217 0 0.07

(1%) (2%) (8%) (8%)

솔로몬투자증권(구 KG
15 0 0.10

(1%) (1%)

동부증권
25 0 0.10

(1%) (2%)

NH투자증권
2 0 0.10 3 0 0.10

(0%) (0%) (0%) (0%)

HMC투자증권(구현대차
23 0 0.10

(0%) (1%)

브릿지증권
16 0 0.10

(1%) (1%)

부국증권
6 0 0.10 5 0 0.10

(0%) (0%) (0%) (0%)

동양종합금융증권
1,761 1 0.07 6 0 0.10

(39%) (38%) (0%) (0%)

신영증권
19 0 0.10 171 0 0.09 322 0 0.09

(0%) (1%) (7%) (8%) (17%) (18%)

유진증권
757 1 0.07

(40%) (34%)

굿모닝신한증권
13 0 0.10

(0%) (0%)

우리투자증권(LG증권)
1,116 1 0.07 17 0 0.10 1 0 0.10

(25%) (24%) (1%) (1%) (0%) (0%)

대우증권
29 0 0.10 58 0 0.10

(1%) (2%) (3%) (4%)

대신증권
577 0 0.07

(23%) (22%)

LIG투자증권
(0%) (0%)



* 주식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00.00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투자신탁운용]이 작성하여 수탁회사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비고
기준가격

분배금 지급후

2007.01.16 12 89 1,135.43

9. 분배금 지급내역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홈페이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6,7층) 신영투자신탁운용(주)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927

10. 공지사항

2008.01.16 1,701 1,545.25 1,000.00

분배금 지급전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7%)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
골드만삭스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해당 운용기간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자산운용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이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그룹(Class)별로

서로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투자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탁회사란 펀드의 수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

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수익증권

보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