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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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투자신탁(자)
[혼합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10월 24일 -2009년 01월 23일 )

[ 자산운용보고서 ]

이 상품은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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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54209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18,235,298,294      

955.19

9.78%

915.51 4.33%

당  기  말 증감률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투자신탁(자)

14.37%

전  기  말

50,270,735          31,988,621          -36.37%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투자신탁(자)

펀  드  명

비 교 지 수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순자산총액(C=A-B)

해당사항없음

3개월

17,418,249,631      14.54%

15,257,599,450      17,450,238,252      

0.00%

-4.75% -7.94%4.33% -4.48%

0.00%0.00% 0.00% 0.00%

5년

0.00%-4.48%

2년

7.21%

0.00%

1년

0.00% 0.00%

3년

6.89%

0.00%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투자신탁(자)

펀  드  명 1년

15,207,328,715      

16,610,738,343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0.22%

기간수익률

0.22%

4.33%

-4.75%

-7.94%

-4.48%

0.00% 0.00% 0.00% 0.00% 0.00%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4.48%

7.21% 6.89%

0.00%0.00% 0.00% 0.00% 0.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8.00%

1 2 3 5

Fund BM



[ 운용개요 및 운용계획 ]

◈운용 개요

◈운용 계획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0 0 # # #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0.00) (8.35) (0.00)

17,4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91.65)
KRW

0 0 0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0.00)

0 0 0 0

통화별
구분 현금기타

부동산

3. 자산구성 현황

주식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립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채권투자수익 확보에 목표를 둘 계
획입니다.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절대금리위주의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종, 동종 채권간의 스프레
드 분석 등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상대가치분석을 통한 초과수익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91.65) (0.00)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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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4 0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1,456 0

수익증권 퇴직연금배당주식(모) 33.05%

수익증권 퇴직연금채권(모) 58.61%

기타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주식부문]
펀드는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목별 상대가격 수준에 따라 비중 조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식편입비율은 최고편입비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양호한 종목
들 위주로 이익 실현하고 한편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도하여 펀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시
장 폭락을 기회로 삼아 하락폭이 큰 업종대표주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매수하였습니다.

[채권부문]
본 펀드는 편입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통안채와 시중은행채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구성하였
습니다.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률 개선을 운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립수준의 듀레이션을 유지하며 보유자산
의 이자수익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0 17,4500 15,994 0 1,456

0.000.000.000.00

91.65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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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 하나은행 외환은행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LG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신영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NH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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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혼합펀드임.

54209
2006/01/24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국민은행

91.65%

II. 상 세 정 보

신한아이타스

58.61%

33.05%

비중

15,99418,357

종  류

간접

간접

합  계

종  목  명

퇴직연금채권(모)

퇴직연금배당주식(모)

취득일자 평가금액

10,227

5,767

취득금액

10,138

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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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0 -1,422

13 -34

( 단위:갯수,억원)

0 18

0.23%

비  고

9.35 0.23%

전  기

0.01%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0.02%

0.53% 21.74

간접투자
증권

기타

실물
자산

0 0 0 -31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투자증권

0 0

기타

0 0 683 0

총보수 비용 비율

손익합계

특별자산파생상품

장외

단기대출
및   예금

9.01자산운용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20.95

662당기

전기

구          분

0 00 0 0

0

구  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일자) 단기대출(예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

1,456

예금 국민은행 0 2.07%

합  계

2.58% 2009/01/28콜론 NH투자증권 2009/01/23 1,456 8.34%

0.00%

8.35%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당  기

비율(%)비율(%)금액 금액

판매회사

수탁회사

0.53%

0.81

0.59 0.01% 0.61

0.78 0.02%

0.80% 32.51

전          기 당         기구         분

0.80%보수 합계 31.33

0.80% 0.84%

매매수수료 비율 0.00% 0.00%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4년7개월)

1010120017

성명 연령 직위
펀드수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

99010120004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5. 운용전문인력 현황

허남권 47 본부장 6 13,979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6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3,072김대환 39 선임 17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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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218 5,990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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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4 20 315 1,062.42 1,000.00

비고

2008.01.24

분배금 지급후

1,000.00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투자신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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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인 [교보생명 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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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8 0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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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9. 분배금 지급내역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10. 공지사항

18,235 955.19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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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퇴직연금채권투자신탁(모)
[채권형 간접투자기구]

(운용기간 : 2008년 10월 24일 -2009년 01월 23일 )

[ 자산운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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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투자신탁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6,7층) 신영투자신탁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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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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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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53637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22,188,485,719      

1,008.77

9.83%

1,055.20 -4.40%

당  기  말 증감률

신영퇴직연금채권투자신탁(모)

4.96%

전  기  말

-90.43%

신영퇴직연금채권투자신탁(모)

펀  드  명

22,384,014,221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9,214,452           881,959             

0.00%

비 교 지 수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순자산총액(C=A-B)

해당사항없음

3개월

22,383,132,262      5.00%

21,326,464,119      

6.46% 6.77%3.96% 8.33%

0.00% 0.00% 0.00%

5년

0.00%8.33%

0.00%

2년

6.41%

0.00%

1년

0.00% 0.00%

3년

5.74%

0.00%

I. 기 본 정 보

1. 개     요

2. 운용 성과

신영퇴직연금채권투자신탁(모)

펀  드  명 1년

21,317,249,667      

20,202,096,753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1.64%

기간수익률

1.64%

3.96%

6.46%
6.77%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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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8.33%

6.41%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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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 2 3 5

Fund BM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 0 # # 0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10.76) (6.02)

22,384
KRW

0 18,628 0

(0.00) (83.22) (0.00)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0.00)

0 0

(0.00) (0.00)

통화별
구분 현금기타

부동산

3. 자산구성 현황

주식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0.00) (0.00) (10.76) (6.02)(0.00)

0

0 0

(83.22) (0.00)

18,628

(0.00)(0.00)

0 00

0

구    분

특별자산

비  중

(0.00)(0.00) (0.00)

0 0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2,408 1,348

(100.00)(0.00) (0.00)

농협중앙회(정예) 4.03%

기업은행(신)0703이 3.15%

통안43-713-2-11 9.01% 국고0550-1106(08-3 2.36%

국민주택1종06-10 44.58%

채권 통안44-2-546-28 3.53%

채권

채권

정기예금

채권 통안45-701-2-13 4.50%

정기예금 채권 국민은행2801이표일 2.30%
신한은행(정예) 2.24%

통안44-707-2-12 2.31%

채권

채권 채권

실물
자산장내채권

기타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1,348 22,3840 0 0 2,408

83.22

0.000.000.000.00
10.76

6.02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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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채권 (단위:백만원, %)

▣ 어음 및 채무증서 (단위: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수,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009/02/14 RF 0.45%통안43-705-2-14 100 101 2007/02/14

2009/12/12 RF 0.46%통안43-751-2 100 104 2007/12/12

2010/11/30 RF 0.49%국민주택1종05-11 100 109 2005/11/30

2012/04/30 RF 0.50%국민주택1종07-04 110 112 2007/04/30

2011/12/31 RF 0.51%국민주택1종06-12 110 113 2006/12/31

2009/06/30 RF 0.64%국민주택1종04-06 125 144 2004/06/30

2011/06/30 RF 0.95%국민주택1종06-06 200 212 2006/06/30

2009/08/31 RF 1.02%국민주택1종04-08 200 229 2004/08/31

2012/02/29 RF 1.10%국민주택1종07-02 240 245 2007/02/28

2012/03/31 RF 1.14%국민주택1종07-03 250 255 2007/03/31

2010/02/28 RF 1.71%국민주택1종05-02 340 382 2005/02/28

2013/03/31 RF 2.17%국민주택1종08-03 500 486 2008/03/31

2010/01/15 AAA 2.30%국민은행2801이표일 500 515 2008/01/15

2010/02/12 RF 2.31%통안44-707-2-12 500 518 2008/02/12

2011/06/10 RF 2.36%국고0550-1106(08-3 500 528 2008/06/10

2009/03/28 AAA 3.15%기업은행(신)0703이 700 706 2007/03/28

2009/08/27 RF 3.53%통안44-2-546-28 800 789 2008/02/28

2011/01/13 RF 4.50%통안45-701-2-13 1,000 1,006 2009/01/13

RF 9.01%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53637
2006/01/03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모펀드 신영투자신탁운용

2007/04/11

국민은행

RF 0.36%

83.22%

2009/07/31

합     계 18,045 18,628

RF 44.58%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2009/04/11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2011/10/31

2,016

II. 상 세 정 보

신한아이타스

비중

2004/07/31

국민주택1종06-10 9,600 9,979 2006/10/31

국민주택1종04-07 70 80

통안43-713-2-11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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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주,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운용의 개요

2009/01/28 4.49%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정기예금 신한은행 2009/01/05

콜론 NH투자증권

구  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일자)

2009/01/23

합  계

정기예금 농협중앙회 2008/11/18

단기대출(예금액)

501

1,004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

예금 국민은행 1

2010/01/05 2.24%

2.58%

공모청약금 수익증권청약금

2,408

선납법인세 기타미수수익미수배당금

901

0.00

6.90% 2009/05/18 4.03%

0.00%

10.76%

5.70%

이연자산

2.07%

기타자산

0.00 0.00 1,346.87 0.00 1.23 0.00 0.00

미수입금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지난 3개월간 채권시장은 급격한 글로벌 경기둔화세로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영향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급
냉하고 있는 국내 경기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통화정책도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입니
다. 전례가 없던 금리 인하폭을 보이며 콜금리는 현재 2.5% 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위주의 강세 랠
리를 보였으며,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은행채 및 공사채, 그리고 비지표물의 강세도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비우량 회사채로까지 매수세가 아직은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입
니다.

11월 채권시장은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동조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고채 수급 관련 우려와 이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표금리가 5%대 중반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반락
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지표물 위주의 강세로 기타 채권과의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모습입니
다.

12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폭의 콜금리 인하로 전반적인 금리 레벨이 낮아졌습니다. 채안펀드의 출범
과 정부의 금리 안정 노력으로 일부 우량 크레딧물 중심으로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도 큰 폭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이슈가 더 부각되면서 금리는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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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선임 13 127

변동성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공격적 운용보다는 크레딧 관련 리스크에 유의하며 안정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
니다. 일정수준의 듀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듀레이션의 급격한 변동보다는 섹터별, 기간별 저평가 영역에 대한 투자에 주
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 통화정책과 경기 둔화 심화로 채권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함에 따라 약세국면을 활용한 안전자산 위주의 저가 분할매수전략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실현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139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부동산구분
주식

0.00%

비  고

0.00 0.00%

전  기 당  기

비율(%)비율(%)금액 금액

0

1

1 -34 0 7970 0

( 단위:갯수,억원)

0 693 0 -2

-14934 0

채권 기타 장내

보수 합계

-522 -10

기타 손익합계

-6380

특별자산파생상품

0

장외

0 0

간접투자
증권

기타

실물
자산

당기

전기

구          분

0.00자산운용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기 당         기구         분

0.00% 0.00%

총보수 비용 비율

운용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0.02% 0.01%

매매수수료 비율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9년5개월)

10120013

5.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연령 직위

김영준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펀드운용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립수준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듀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평가 영역에 대한 투자 및 자산 교체를 통한 보유 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국 중심의 공격적인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도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급속한 냉각을 제어
하기 위한 대응차원에서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강세장 이후
절대금리의 하락과 이익실현 가능성으로 변동성과 함께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금리 우호적인 2009년도 경기전망에
기댄 강세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9년 1월에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추가로 50비피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이익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소폭 기간 조
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하락 폭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또한 계속되
고 있어 하향안정추세는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 주식거래 ( 단위 : 백만원, %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 단위 : 백만원, % )

* 주식외 투자증권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 장내파생상품 거래 ( 단위 : 백만원, % )

* 장내파생상품의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회사별 비중

※해당사항 없음

국민선물
0

(100%) (100%) (0%) (0%)

0.00

(10%) (0%) (53%) (16%) (0%)
푸르덴셜증권

9,648 0 0.00 21,259 0.00 2,675 0

0 0.00

(20%) (0%) (1%) (6%) (0%)

200 0.00 1,011
우리투자증권(LG증권)

20,006 0 0.00

0.00

(14%) (0%) (23%) (6%) (0%)
신영증권

13,672 0 0.00 9,251 0.00 1,000 0

(10%) (0%)
부국증권

9,653 0 0.00

0.00

(23%) (31%) (0%)

HMC투자증권(구현대차IB
증권)

9,254 0.00 5,255 0

(10%) (0%)
한국자금중개회사

9,502 0 0.00

0.00

(31%) (0%)
피데스증권

5,255 0

(10%) (0%)
한국투자증권

9,660 0 0.00

0.00

(6%) (0%)
삼성증권

999 0

(6%) (0%)
조흥은행(CD/CP)

1,000 0 0.00

교보증권
10,438 0 0.00

(10%) (0%)

한누리투자증권
(17%)

수수료율

12월(08.12.24 - 09.01.23)

거래금액
금액

수수료

수수료율

0.00

3,260 0 0.00

(비중)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한맥선물

구    분

10월(08.10.24 - 08.11.23) 11월(08.11.24 - 08.12.23)

(비중)

(0%)

(100%) (100%)

금액
수수료율

(비중) (비중)

거래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28,519 1 0.00 0

17,005 0

(비중) (비중) (비중)(비중)

금액
수수료율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율

(비중)

구    분

10월(08.10.24 - 08.11.23) 11월(08.11.24 - 08.12.23) 12월(08.12.24 - 09.01.23)

거래금액
수수료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율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해당사항 없음

2008.01.03 273 7,929 1,034.40

2007.01.03 1,000.00

비고
기준가격

분배금 지급후

 기재되어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영퇴직연금채권투자신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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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1,891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전

22 453 1,049.08

9. 분배금 지급내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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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2009.01.05

10. 공지사항

21,634 1,087.4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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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 -2009년 01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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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1년

4,254,116,338       

6,542,295,503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2.37%

2년

5.18%

0.00%

1년

0.00% 0.00%

3년

7.15%

0.00%

0.00%0.00% 0.00% 0.00%

5년

0.00%-25.46%

-24.29% -31.63%7.91% -25.46%

6,221,874,183       46.26%

4,261,902,255       7,169,659,207       

기준가격 (E=C/D X 1000)

비 교 지 수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펀  드  명

부 채 총 액 (B)

자 산 총 액 (A)

순자산총액(C=A-B)

해당사항없음

3개월

7,785,917           947,785,024         12073.07%

68.23%

전  기  말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투자신탁(모)
54007
신영투자신탁운용

6개월

8,867,156,376       

701.68

35.54%

650.25 7.91%

당  기  말 증감률

해당사항없음

9개월1개월

비 교 지 수

0.00%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

기간수익률

-2.37%

7.91%

-24.29%

-31.63%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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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6 9 12

Fund BM

연평균수익률

-25.46%

5.18%
7.15%

0.00%0.00% 0.00% 0.00% 0.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5.00%

10.00%

1 2 3 5

Fund BM



구분투자파생부동실물특별단기기타
비율# 0 # # 0 # #

( 단위 : 백만원, % )

주) (  ) 내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

126 7,1700 0 0 1,122

기타 자산총액
단기대출
및   예금

LG화학우 2.39%

주식 현대차2우B 2.12%
LG전자우 1.94%주식 맥쿼리인프라 3.23%

주식

주식

주식

주식 POSCO 3.63%

주식 SK텔레콤 3.29%

KT 3.23%

주식 한국전력 3.73% 한국가스공사 2.88%

주식 삼성전자 4.40% 주식

종    목 비  중

간접투자
증권

기타

1,122 1260

구    분

특별자산

비  중

(0.00)(0.00) (0.00)

0

(0.00) (0.00)

0

실물
자산장내채권

0 00

0

구    분 종    목

합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0.00) (0.00) (15.64) (1.75)(0.00)

통화별
구분 현금기타

부동산

3. 자산구성 현황

주식

(100.00)

투자증권 파생상품

장외

(82.60)

0 0

5,922 0

KRW
5,922 0 0

(0.00) (0.00) (0.00) (100.00)(0.00)(82.60) (0.00) (0.00) (0.00) (0.00) (15.64) (1.75)

7,1700

82.60

0.000.000.000.00

15.64
1.75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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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단위:백만원, %)

316 4.40%삼성전자 714

한국전력

II. 상 세 정 보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신한아이타스

1. 상품의 개요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54007
2006/01/16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신영투자신탁운용
국민은행

모펀드

9,701 267 3.73%

POSCO 765 260 3.63%

SK텔레콤 1,123 236 3.29%

맥쿼리인프라 47,843 232 3.23%

KT 5,649 232 3.23%

한국가스공사 4,215 207 2.88%

LG화학우 6,020 172 2.39%

현대차2우B 10,720 152 2.12%

LG전자우 4,758 139 1.94%

제일기획 654 118 1.65%

삼성전자우 443 116 1.62%

삼성물산 3,001 113 1.58%

삼성화재우 1,522 103 1.44%

S-Oil 1,533 90 1.26%

CJ홈쇼핑 2,001 90 1.25%

제일모직 2,690 88 1.22%

롯데쇼핑 485 87 1.22%

현대해상 6,953 86 1.19%

KB금융 2,510 80 1.12%

LG상사 4,308 79 1.10%

하나금융지주 3,867 77 1.08%

LS 1,066 77 1.07%

동원산업 901 73 1.02%

E1 1,065 71 0.99%

신한지주 2,560 65 0.91%

우리투자증권우 9,513 63 0.88%

KT&G 734 62 0.87%

부산은행 10,090 60 0.84%

신도리코 1,198 60 0.84%

예스코 2,430 60 0.83%



기업은행 7,450 60 0.83%

GS 2,390 59 0.82%

삼성SDI 937 59 0.82%

삼성증권 990 59 0.82%

호텔신라 4,780 58 0.81%

동양고속 2,860 56 0.78%

SK 543 53 0.74%

한솔케미칼 10,350 48 0.68%

유니드 1,680 47 0.66%

한라공조 7,170 46 0.65%

한진해운 2,500 46 0.64%

LG패션 2,590 46 0.64%

LG 1,180 45 0.62%

환인제약 3,530 42 0.59%

삼성카드 1,130 42 0.58%

국도화학 2,090 42 0.58%

파라다이스 15,061 41 0.58%

SK가스 870 41 0.57%

한국공항 1,590 40 0.56%

인천도시가스 1,790 39 0.55%

유니퀘스트 13,954 39 0.55%

와이지-원 10,394 38 0.53%

에스에프에이 1,347 38 0.52%

태경산업 9,870 37 0.52%

SBS 1,170 37 0.51%

풍산 3,480 37 0.51%

GⅡR 3,690 36 0.51%

세종공업 11,400 36 0.50%

인탑스 2,550 36 0.50%

유성기업 20,468 36 0.50%

WISCOM 10,590 36 0.50%

부산가스 2,080 35 0.49%

한국전자금융 14,126 34 0.47%

CJ제일제당 우 840 33 0.47%

화신 23,160 33 0.46%

현대미포조선 222 33 0.46%

CJ우 2,252 33 0.45%

현대중공업 175 32 0.45%

코메론 14,902 32 0.45%

대교 7,160 30 0.42%

농심홀딩스 537 30 0.41%

삼성전기우 2,480 29 0.40%

듀오백코리아 5,159 29 0.40%

성우하이텍 9,508 29 0.40%

한양증권 3,780 29 0.40%

고려제강 970 28 0.40%

LG우 1,699 24 0.33%

대림산업우 1,680 22 0.31%

신세계건설 1,840 22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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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0.00 0.00 0.000.00 0.00 0.00 125.53 0.00

2.58% 2009/01/28 15.64%

0.01%

15.64%

기타자산이연자산

2.07%

콜론 NH투자증권 2009/01/23 1,121

합  계

공모청약금 수익증권청약금

1,122

선납법인세 기타미수수익미수입금

맥쿼리한국인프라배당(보)

구  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일자) 단기대출(예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

미수배당금

예금 국민은행 1

합        계 419,415 5,922

0.05%

82.60%

4803

신영증권 632 18 0.25%

태평양 198 17 0.23%

세보엠이씨 7,460 16 0.23%

삼환기업 1,060 11 0.15%

에머슨퍼시픽 5,104 10 0.14%

고려제강무상(보) 162 5 0.07%



( 단위 : 주,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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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

매      수 매      도

수  량 금  액

183,709 2,529 53,020 818

수  량 금  액
매매회전율

3.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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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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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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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세계 금융시장은 지난 대공황 이래로 가장 공포스러운 국면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문제가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파산 위기로 이어졌고 글로벌 증시도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0월에 KOSPI가 900포인트선에 이르는 폭락세를 보였고 이후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에 이르는 등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
란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당국은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연말이
지나면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펀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목별 상대가격 수준에 따라 비중 조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식편입비율은 94~9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이익 실현하
고 한편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도하여 펀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시장 폭락을 기회로 삼아 하락폭
이 큰 업종대표주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매수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맥쿼리인프라, 삼성전자우선주, 부산은행, 현대차2우선주, CJ홈쇼핑, 제일기획, 삼성화재우선주 등을 매수하
였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CC, GS건설, KCC, 한국금융지주, 현대중공업 등을 매도하였으며 배당수익률이 높은
통신, 유틸리티 섹터의 대형주의 비중을 추가로 높이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대형주의 비중은 축소하였습니다.

* 향후운용계획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래로 전례 없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어 기본적으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항상 기회는 위기상황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였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냉정한
입장에서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 폭은 상당히 커서 이제 종목별로는 제 가치
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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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연령 직위

13,919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2년6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다른펀드 운용현황

운용규모펀드수

매매수수료 비율 0.39% 0.22%

(비중)

거래금액
금액

수수료율

거래금액
수수료

0.40% 0.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액

판매회사

수탁회사

0.00%

0.00%

0.00 0.00%

수수료율
(비중)

당  기

비율(%)비율(%)

0.00%

전          기 당         기

11월(08.11.24 - 08.12.23)

수수료율
(비중)

12월(08.12.24 - 09.01.23)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

금액
구    분

10월(08.10.24 - 08.11.23)

(비중) (비중)

0.00자산운용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0

투자증권

간접투자
증권

기타
기타 손익합계

특별자산

0 0 2,139

부동산구분
주식 채권 기타 장내

0

파생상품
실물
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0 0 0

보수 합계

총보수 비용 비율

전기

구          분
금액

구         분

0.00 0.00%

전  기

-11

장외

0 02,149

0 0 0 -2,3370 0

( 단위:갯수,억원)

10

0.00%

비  고

0

당기

-2,347 0 0 0

현대증권
452 0 0.07 108 0 0.10

0.10

(51%) (51%) (13%) (13%)

151 0 0.10

(18%) (19%)

LIG투자증권
115 0 0.10

(14%) (14%)

본부장 6

(3%) (4%)
대우증권

26 0

99010120004

김대환 39 선임 17 3,072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4년7개월)
1010120017

허남권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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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540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33%)

0 0.07

(34%)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38 0 0.10

(5%) (5%)

키움닷컴증권
20 0 0.10

(2%) (2%)

하나대투증권
26 0 0.10

(2%) (2%)

한국투자증권
390 0 0.07

(44%) (42%)

피데스증권
31 0 0.10

(4%) (4%)

코리아RB
20 0 0.10

(2%) (3%)

미래에셋증권
43 0 0.10

(5%) (5%)

BNG증권
10 0 0.10

(1%) (1%)

NH투자증권
52 0 0.10

(3%) (4%)

HMC투자증권(구현대차
253 0 0.07

(16%) (15%)

브릿지증권
694 0 0.07

(43%) (41%)

부국증권
6 0 0.10

(0%) (1%)

한양증권
24 0 0.10

(1%) (2%)

신영증권
153 0 0.07

(13%)(18%)

193 0 0.10

(23%) (24%)
한화증권



705.99 705.99

10. 공지사항

7,371

9. 분배금 지급내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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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04-9500

www.syfund.co.kr

주    소 : 

전화번호 : 

2009.01.16 0

(백만좌)(백만원)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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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6 12 89 1,135.43 1,000.00

비고
기준가격

분배금 지급후

1,701 1,545.252008.01.16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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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