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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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자)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09월 18일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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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77283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1,957,078,085       

681.32

13.63%

801.44 -14.99%

당  기  말 증감률

신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자)

1,340,609,080       -3.42%

전  기  말

7,734,169           7,220,208           -6.65%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자)

펀  드  명

9.12%

비 교 지 수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순자산총액(C=A-B)

해당사항없음

3개월

1,333,388,872       -3.40%

1,388,111,674       

-22.82%-14.99% -31.87%

0.00%0.00% 0.00% 0.00%

5년

0.00%-31.87%

0.00%

2년

0.00%

0.00%

1년

0.00% 0.00%

3년

0.00%

0.00%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자)

펀  드  명 1년

1,380,377,505       

1,722,370,309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28.30%

기간수익률

9.12%

-14.99%

-28.30%

-22.82%

-31.87%

0.00% 0.00% 0.00% 0.00% 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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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1 2 3 5

Fund BM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0 0 # # #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91.91) (0.00) (8.09) (0.00)

0 1,34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KRW

0 0 0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0.00)

0 0 0 0

통화별
구분 현금기타

부동산

3. 자산구성 현황

주식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91.91) (0.00) (8.09) (0.00)(0.00)

0 0

(0.00) (0.00)

0

실물
자산장내채권

0 00

구    분

특별자산

비  중

(0.00)(0.00) (0.00)

1,232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0 108

수익증권 퇴직연금가치주식(모) 91.91%

기타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0 1,3410 1,232 0 108

0.000.000.000.00

91.91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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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증권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시중 금리이상의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기위하여 기업가치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치투자지향형 펀드임.

77283
2007/12/18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국민은행

II. 상 세 정 보

신한아이타스

91.91%

비중

91.91%1,2321,846

종  류

간접

합  계

종  목  명

퇴직연금가치주식(모)

취득일자 평가금액

1,232

취득금액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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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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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213

1 -8

1.63% 5.10

0 0 0

0.70%

비  고

2.19 0.70%

전  기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단기대출(예금일자)

0.02%

0 0 0 -80 1

0 0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투자증권

기타 손익합계

구  분 금융기관

단기대출
및   예금

0

장외

-204 0

간접투자
증권

기타

실물
자산

2.32자산운용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5.40

비중

-210당기

전기

0 00 0

특별자산파생상품

단기대출(예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예금 국민은행 0 2.53%

합  계

3.08% 2008/12/18콜론 우리투자증권(구엘지) 2008/12/17 108 8.06%

0.03%

8.09%

당  기

비율(%)비율(%)금액 금액

판매회사

수탁회사

1.63%

구          분

0.01%

0.06

0.05 0.01% 0.05

0.07 0.02%

2.37% 7.40

전          기 당         기구         분

2.37%보수 합계 7.84

직위
펀드수

2.41% 2.42%

매매수수료 비율 0.00% 0.00%

총보수 비용 비율

( 단위:갯수,억원)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13,890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5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성명 연령

5. 운용전문인력 현황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108

허남권 46 본부장 6

8,487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8개월)

6010120030박인희 33 선임 21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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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08.12.18 0 1,957 681.32 681.32

비고
기준가격

분배금 지급후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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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9. 분배금 지급내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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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전

10. 공지사항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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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모)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09월 18일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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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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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현황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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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비 교 지 수

0.00%

53636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9,583,930,098       

667.52

16.14%

791.59 -15.67%

당  기  말 증감률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모)

-1.90%

전  기  말

3,200,452           13,779,004          330.53%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순자산총액(C=A-B)

해당사항없음

3개월

6,397,480,277       -2.07%

6,535,578,147       6,411,259,281       

-29.35% -23.11%-15.67% -31.51%

0.00%0.00% 0.00% 0.00%

5년

0.00%-31.51%

2년

2.34%

0.00%

1년

0.00% 0.00%

3년

0.00%

0.00%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1년

6,532,377,695       

8,252,255,660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10.14%

기간수익률

10.14%

-15.67%

-29.35%

-23.11%

-31.51%

0.00% 0.00% 0.00% 0.00% 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31.51%

2.34%
0.00% 0.00%0.00% 0.00% 0.00% 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 2 3 5

Fund BM



[ 운용개요 ]

◈운용 개요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 0 # # 0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6,4110

(0.00) (0.00) (4.53) (0.00)(0.00) (0.00) (0.00) (100.00)(0.00)
KRW

6,121 0 0

(95.47) (0.00) (0.00)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95.47)

0 0

6,121 0

통화별
구분 현금기타

부동산

3. 자산구성 현황

주식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0.00) (0.00) (4.53) (0.00)(0.00)(0.00) (0.00)

0

실물
자산장내채권

0 00

0 0

구    분

특별자산

비  중

(0.00)(0.00) (0.00)

0

주식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290 0

LG전자우 2.14%

주식 한국전력 5.22% 삼성화재우 1.79%

주식 삼성전자 6.94%

주식

주식

주식

주식 POSCO 4.21%

주식 신한지주 2.64%
SK 1.49%주식 KT 2.58%

LG화학우 1.78%

주식 농심 1.59%

기타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신영연금 가치주펀드는 저평가된 가치주군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이번 급락기에 비교적 양호한 운용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3개월간 비교지수대비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중국관련주, 성장주 주도의 쏠림현상이 해
소되면서 가치주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0 6,4110 0 0 290

95.47

0.000.000.000.00 4.53 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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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단위:백만원, %)

대림산업우 4,000 68 1.06%

현대해상 4,962 68 1.06%

LS산전 1,520 68 1.07%

국도화학 3,429 69 1.07%

현대중공업 338 70 1.09%

삼천리 504 70 1.09%

삼성물산 1,740 71 1.11%

한샘 10,000 72 1.12%

롯데쇼핑 363 74 1.15%

네오위즈게임즈 3,944 77 1.21%

하나금융지주 3,569 78 1.22%

제일기획 427 79 1.23%

KCC 285 80 1.24%

고려아연 1,067 82 1.28%

E1 1,243 86 1.33%

GS 3,290 88 1.37%

호남석유 1,704 89 1.40%

현대차우 6,414 92 1.43%

현대백화점 1,381 92 1.43%

강원랜드 6,614 93 1.45%

한국철강 2,959 95 1.48%

SK 1,010 95 1.49%

농심 450 102 1.59%

LG화학우 3,781 114 1.78%

삼성화재우 1,563 115 1.79%

LG전자우 4,268 137 2.14%

KT 4,451 166 2.58%

690 270 4.21%

신한지주 5,075 170 2.64%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53636
2006/01/03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국민은행

삼성전자

II. 상 세 정 보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신한아이타스

모펀드 신영투자신탁운용

968 445 6.94%

한국전력 10,322 334 5.22%

POSCO



한진해운 1,113 23 0.36%

대교 5,080 25 0.39%

GS건설 453 27 0.42%

신영증권 1,071 27 0.42%

S&T홀딩스 4,150 27 0.43%

디씨엠 6,000 30 0.47%

오리온 211 32 0.49%

현대미포조선 236 33 0.52%

세방 3,297 35 0.55%

평화정공 17,250 37 0.57%

광동제약 13,416 37 0.58%

현대산업 1,136 39 0.61%

현대엘리베이 710 39 0.61%

롯데칠성 51 41 0.64%

유성기업 23,000 42 0.66%

호성케멕스 23,915 43 0.67%

위닉스 14,659 44 0.68%

삼영전자 5,580 46 0.71%

태평양제약 1,793 46 0.72%

부산은행 7,516 50 0.78%

경동가스 1,033 51 0.79%

SK텔레콤 242 51 0.79%

광주신세계 500 51 0.80%

코스모화학 16,862 51 0.80%

성우하이텍 13,494 51 0.80%

선창산업 1,855 52 0.80%

현대차 1,110 52 0.81%

SJM 14,665 53 0.83%

제일연마 13,921 54 0.84%

KSS해운 14,530 55 0.86%

S-Oil 852 55 0.87%

LG상사 4,091 56 0.87%

LG전자 690 56 0.88%

대한제당 1,162 57 0.88%

LG우 3,343 57 0.89%

키움증권 1,508 57 0.89%

한국전자금융 22,000 57 0.89%

나이스 23,730 58 0.90%

일신방직 933 59 0.91%

롯데제과 45 60 0.94%

LG데이콤 3,250 61 0.95%

신세계 I&C 1,763 61 0.95%

한미약품 586 62 0.97%

한세실업 28,292 62 0.97%

CJ제일제당 우 1,419 63 0.98%

KCC건설 2,988 63 0.98%

하이록코리아 12,951 63 0.99%

KC코트렐 9,270 64 0.99%

기업은행 7,308 67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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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콜론 제일은행 2008/12/17 0

KISCO홀딩스 326 12 0.18%

세방2우B 3,370 20 0.31%

키움증권유상(보) 551 21 0.32%

신영증권우 1,200 21 0.33%

영풍정밀 3,620 22 0.35%

세이브존I&C 24,620 23 0.36%

112,131

95.47%

중외홀딩스 0.17%

단기대출(예금일자)

합        계 463,179

단기대출(예금액)

6,121

비중

예금 국민은행 0 2.53%

4.52%

구  분 금융기관

290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합  계

3.08% 2008/12/18

2.70%

콜론 우리투자증권(구엘지) 2008/12/17 290

0.00%

4.53%

2008/12/18 0.00%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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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개월간은 한국주식시장이 IMF 위기이후 10년만에 최악의 국면을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
계로 파급되며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전세계 증시가 유동성위
기와 자산가격 폭락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 사이의 불신에 의한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미국 및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구제
금융정책 및 금리인하 정책등을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실물경기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습
니다. 한국 주식시장 또한 금융위기의 한파로 원달러 환율폭등, 외환위기설등 극도의 공포심리와투매가 시장을 지배하며
한때 KOSPI 900선이 무너지는 등 폭락세를 나타냈으나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대책등 글로벌 공조에 힘입어 반등세로 전
환되었습니다. KOSPI는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1200p이상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900p대로 하락하는 등 계속 불안한 양상
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모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금융위기와 그에 따라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데에 따른 예측불허의 경제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은 현재 정부가 충격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경기부양과 금융시장안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
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 또한 10월 급락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회복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사실
이지만 주가 수준은 이제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위기
의 원인이 우리 자체가 아닌 해외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의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유를 찾고 인내하면 기업들은 더욱 강해진 펀더멘탈로 주
주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저희 펀드에는 대규모 환매가 없고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 중입니다. 주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고객님들의 자산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3개월간 KOSPI는 16%이상 하락하였고 저희 연금 가치주식펀드도 주식 모펀드를 기준으로 15%정도 하락하여 비교지
수와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는데 높은 편입비와 종목별 무차별적인 하락세에 따라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포트폴리
오 운용상에 있어서는 하락장에서 종목별 교체매매가 꾸준히 있었으며 특히 투매와 최악의 투자심리로 인해 급락하여 청
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도의 저평가 영역으로 급락한 가치주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내에서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은행주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
로 자본훼손 및 수익성 저하에 대한 리스크가 덜 반영되있다고 판단된 증권주의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통신주의 비
중을 낮추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개별종목중에서는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예
상되는 우선주들 중 하락폭이 크고 보통주대비 괴리율도 높은 종목들, 순현금등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춘 중소형주들 중
PBR이 0.5배이하까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하락시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신용경색 및 유동성 위기, 부동산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물경제 침체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운용 철학은 명확한
운용 목표와 운용의 일관성 유지, 운용 원칙 준수입니다. 현재의 국면은 신뢰상실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기준은 신뢰입니다.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금  액
매매회전율

15.75%

매      수 매      도

수  량 금  액

148,378 1,802 29,715 847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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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도 상황이 30% 이상 악화되어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운용성과는
종목선택의 효과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국면이라고 판단되어 주식편입비율은 현재수준을 유지
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 충분히 옥석을 가려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하락국면이라 옥석을 가릴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보유 종목에 따라서 운용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것 입니
다.  저희는 더욱더 철저하게 종목중심으로 분산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
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12월은 단기에 배당이라는 확정수익을 얻을 수있는 좋은 투자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
가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5%이상되는 종목들이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0 0

주식시장은 세계시장이 동조화되어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가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분산투자, 분할매수전략으로 주가가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장과 주변여건이 어려울수록 오직 일관된 투자원칙과 투자스타일만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저희 신영투신의 신념으로 저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철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
적으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60 0

파생상품

5 0

0.00%

비  고

0.00 0.00%

전  기 당  기

비율(%)

-1,509 0 0 0

총보수 비용 비율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증권

간접투자
증권

기타

실물
자산

00

( 단위:갯수,억원)

0 13

0

장외

단기대출
및   예금

0 0 0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기타 손익합계

특별자산

-1,0030 0-1,008

보수 합계

당기

전기

구          분

0.00자산운용회사

0.00%

금액 금액

0.00 0.00% 0.00

0.00 0.00%

비율(%)

판매회사

수탁회사

0.00%

0.00%

0.00 0.00% 0.00

0.00

당         기구         분 전          기

0.27% 0.21%

매매수수료 비율 0.27% 0.19%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펀드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5.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연령 직위

허남권 46 본부장 6 13,890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5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8,487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8개월)

6010120030박인희 33 선임 21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09월(08.09.18 - 08.10.17)

수수료율
(비중)

11월(08.11.18 - 08.12.17)

(2%) (2%)
푸르덴셜증권

25 0 0.10

(4%) (4%)

31 0 0.10
IBK투자증권

(3%) (3%)
KTB투자증권

23 0 0.10

0 0.10

(1%) (1%)

8
LIG투자증권

0.10

(0%) (0%) (1%) (1%) (2%) (1%)
대신증권

3 0 0.10 5 0 0.10 13 0

0 0.10

(4%) (4%) (5%) (5%) (1%) (1%)

39 0 0.10 7
대우증권

40 0 0.10

0.10

(2%) (2%) (1%) (1%) (3%) (3%)
우리투자증권(LG증권)

22 0 0.10 7 0 0.10 24 0

0 0.10

(5%) (5%) (2%) (2%) (1%) (1%)

15 0 0.10 6
현대증권

58 0 0.10

(1%) (1%)
굿모닝신한증권

10 0 0.10

0 0.10

(2%) (2%)

21
유진증권

0.10

(31%) (31%) (47%) (46%) (71%) (70%)
신영증권

330 0 0.10 340 0 0.10 6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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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10
유화증권

21 0 0.10

0.10

(3%) (3%) (1%) (1%) (1%) (1%)
동양종합금융증권

29 0 0.10 5 0 0.10 9 0

(2%) (2%)
한양증권

25 0 0.10

(1%) (1%)
부국증권

12 0 0.10

0 0.10

(6%) (6%) (0%) (0%)

3
브릿지증권

64 0 0.10

0.10

(0%) (0%) (2%) (2%) (0%) (0%)
동부증권

3 0 0.10 17 0 0.10 4 0

(5%) (5%) (1%) (1%)

11 0 0.10
솔로몬투자증권(구 KG

53 0 0.10

(1%) (1%) (2%) (2%)
미래에셋증권

16 0 0.10 11 0 0.10

0 0.10

(6%) (6%) (2%) (2%) (1%) (1%)

16 0 0.10 10
코리아RB

60 0 0.10

0.10

(0%) (0%) (0%) (0%) (2%) (2%)
피데스증권

5 0 0.10 1 0 0.10 16 0

10월(08.10.18 - 08.11.17)

수수료

금액
수수료율

(비중)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비중) (비중) (비중)

거래금액
금액

수수료율

거래금액
수수료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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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5%) (4%)

33 0 0.10
한국투자증권

26 0 0.10

0.10

(4%) (4%) (1%) (1%) (4%) (3%)
하나대투증권

44 0 0.10 7 0 0.10 30 0

0 0.10

(8%) (8%) (5%) (5%) (2%) (2%)

40 0 0.10 20
키움닷컴증권

91 0 0.10

0.25

(1%) (1%) (1%) (3%)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

4 0 0.25 11 0

0 0.10

(3%) (3%) (0%) (0%) (1%) (1%)

4 0 0.10 11
메리츠증권

34 0 0.10

0.10

(2%) (2%) (5%) (5%) (1%) (1%)
삼성증권

18 0 0.10 35 0 0.10 8 0

0 0.10

(5%) (5%) (7%) (7%) (2%) (2%)

50 0 0.10 18
케이비투자증권

55 0 0.10

0.10

(2%) (2%) (1%) (1%) (0%) (0%)
노무라증권

19 0 0.10 5 0 0.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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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26 0 0.1017 0

1,000.00

비고
기준가격

분배금 지급후

2007.01.03 6 175 1,031.84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투자신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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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5 0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9. 분배금 지급내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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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2008.01.03 1,023

0.100

10. 공지사항

1,828 1,559.90 1,000.00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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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리딩투자증권

11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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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