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산 운 용 보 고 서

1.투자신탁의 개요

판매회사

투자신탁기간

일반사무관리회사

최초설정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2003/10/13 13

대우증권

HSBC 펀드 서비스

아이투신운용(주)

우리은행

이 투자신탁은 단기 유동성 자산과 만기가 짧은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객
의 단기여유자금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해당판매사 : 대우증권, LG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서울증권, 우리증권,
               메리츠증권, 유화증권, 신흥증권, 미래에셋증권, CJ투자증권

개월

 외

* 투자신탁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자산운용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의 운용기간

(단위:백만원,원)2. 투자신탁의 현황

기준가격

부채총액자산총액

순자산총액

224,092 42

224,050 1,003.17

3. 당해 운용기간중 설정및 해지현황 (단위:좌)

수익증권좌수

수탁고

잔존좌수당기해지좌수전기설정좌수

* 전기설정좌수는 누적치로 표시

1. 당기,전기의 기준일은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3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직전 기준일이 없는 경우 직전 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을 의미

당기설정좌수

258,743,816,473

258,743,816,473 215,178,301,245

215,178,301,245 223,341,786,165

223,341,786,165179,776,270,937

179,776,270,937

4.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자산
총액

주1) 기타자산의 내역 :

주2) 특별자산의 내역 :

224,092

비율

금액

구 분

0

0.00

주식 채권

0

0.00 63.23

141,689

기타
자산

투자증권

82,326

단기대출
및 예금 장내파

생상품

파생상품

장외파
생상품

0 0

0.00

실물
자산

특별
자산

0

0.00

부동산 기타

0 0

36.74 0.00 0.00 0.00

76

0.03

주3) 기타의 내역     :

  (CD) 71828  (CP) 59784  (RP) 10077

  (선납원천세) 76

  

  

- 투자신탁(회사) 명    :

- 투자신탁(회사)의 종류:

- 운   용   기   간   :

아이국공채법인가입용MMF H-2호

MMF

2004년 10월 14일 - 200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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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백만원)- 장내파생상품

종목명 매수(도) 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해당사항 없음

합 계 00

(단위:계약,백만원)- 장외파생상품

종목명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매수(도)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합 계 00

(단위:백만원)- 부동산

종류 비 고등기번호 취득일소재지 취득가액 평가액

                                                       해당사항 없음 00

(단위:백만원,%)- 실물자산

종 류 매입일 매입가 평가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0

(단위:백만원,%)- 단기대출및 예금

비율구분 대출(예금)이자 상환(만기)일대출(예금)액금융기관 대출(예금)일자

정기예금 20050112외환은행영업부 20040712 14010,000 4.52

정기예금 20050211하나은행여의도지점 20040811 525,000 2.25

정기예금 20050104신한은행정기예금 20041004 4110,000 4.48

정기예금 20050105신한은행정기예금 20041005 3910,000 4.48

정기예금 20050425신한은행이촌동(지) 20041025 4220,000 8.94

정기예금 20050427수협대림동정기예금 20041027 1910,000 4.47

정기예금 20050201하나은행여의도지점 20041101 1410,000 4.47

정기예금 20050211하나은행여의도지점 20041111 25,000 2.23

콜론 20041115메리츠증권 20041112 11,970 0.88

예금    07 0.0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단기대출및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34981,977 36.74

(단위:백만원,%)- 기타자산및 특별자산

비율구분 매입이율 상환일평가액종목명 수량(액면,좌,주) 신용등급

CD 제일은행자금부 CD 3.72 20041203 AA+ 10,000,000,000 9,982 4.45

CD 하나영업1부 CD 3.93 20041115 AAA 10,000,000,000 10,000 4.46

CD 하나은행여의도중앙 3.51375 20041129 AAA 1,600,000,000 1,598 0.71

5.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단위:주,백만원,%)- 주식

평가손익취득가액종목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0 0 0 0.0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0합 계

(단위:백만원,%)- 채권

종목명 비율보증기관액면가액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신용등급

해당사항 없음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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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기타자산및 특별자산

비율구분 매입이율 상환일평가액종목명 수량(액면,좌,주) 신용등급

CD 외환자금부 CD 3.56 20050110 AA+ 1,000,000,000 995 0.44

CD 신한자금부 CD 3.56 20050414 AAA 10,000,000,000 9,856 4.40

CD 외환영업부 CD 3.62 20050413 AA+ 10,000,000,000 9,854 4.40

CD 농협여의도(지) CD 3.58 20050426 AAA 10,000,000,000 9,844 4.39

CD 수협여의도(지) CD 3.58 20050404 AAA 10,000,000,000 9,865 4.40

CD 조흥영업부 CD 3.59 20050504 AAA 10,000,000,000 9,836 4.39

RP 브릿지RP(국고통안채 3.8 20041201     10,000,000,000 10,077 4.50

기업어음 대한주택공사 CP 3.98971 20041214 A1  10,000,000,000 9,969 4.45

기업어음 골드윙 CP 3.72198 20041125 A1  10,000,000,000 9,990 4.46

기업어음 오토피아제6차유동화 3.67333 20041206 A1  10,000,000,000 9,979 4.45

기업어음 한국자산관리공사 CP 3.63987 20041223 A1  10,000,000,000 9,962 4.45

기업어음 한국무역협회 CP 3.65333 20050113 A1  10,000,000,000 9,941 4.44

기업어음 대한주택공사 CP 3.57152 20050113 A1  10,000,000,000 9,943 4.44

기타자산  소 계 142,600,000,000 141,689 63.23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기타자산및 특별자산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142,600,000,000 141,689 63.23

(단위:백만원,%)- 유가증권대여

구분(종목) 대여기관 대여일자 대여수량 대여수수료 상환(만기)일 비율

해당사항 없음

6.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및 매매회전율 (단위:주,백만원,%)

매도
주식명

매수
매매회전율

금액수량금액수량

해당사항 없음

* 당해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운용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합 계 0 0 0 0

7.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운용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기타
손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주
식

장내
파생

채
권

장외
파생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
자산

주
식

채
권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
자산

장외
파생

장내
파생

주) 기타손익의 내역: 전기-

당기

전기

금액

금액

당기-

3

3

553

721

  (유동매매손익) 2  (유동이자수익) 0  (보수및제비용) -31  (이자수익) 582

  (유동매매손익) 2  (유동이자수익) -3  (보수및제비용) -40  (이자수익) 762

(단위:%)- 기간별 운용성과

6개월 1년 설정(등록)일이후1개월 3개월

3.753.773.69수익율 3.51 3.60

* 자산운용보고서 기준일현재 최근수익율을 기재 (주식형,혼합형은 실현수익율, 채권형,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는 연환산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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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

벤치마크 펀드

수
익

율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
0

1

2

3

4

13. 공지사항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및 투자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
사,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보고서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전화번호: 02-3772-8000

(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운용회사 우리은행아이투신운용(주)
(주)를 통해 간접투자자/주주로 제공됩니다.확인을 받아 판매회사 대우증권 등

판매사: 대우증권                                                                                       

아이국공채법인가입용MMF H-2호*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의

다만,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확인기간은         년    월    일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2004 10 14

벤치마크:CALL*100%

                                                                                                         
                                                                                                         

8. 운용전문인력현황

협회등록번호주요경력및 현재근무부서연령성명

김경식 LG투신 채권운용팀 0301027002165년

이용신 현대그룹 자금부 0101027000969년

김지욱 농협선물 주식회사 0101027001373년

임홍택 한화투신 채권운용팀 0401027002272년

9.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매매수익율(매매가격)종목명 액면가액 매매일발행일 상환일

해당사항 없음

10. 간접투자기구간 자전(이체)거래 내역 (단위:백만원,주)

대상
자산명

자전(이체)
거래구분

수량액면
금액

자전(이체)
거래수익

자전(이체)
거래금액

대상간접
투자기구명

자전(이체)
거래일

하나은행여의도중앙 유동자전매수6000 0 597 국공채법인가입MMF H1 20041019

하나은행여의도중앙 유동자전매수1,0000 0 996 국공채법인가입MMF H1 20041101

1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거래내용
이해관계인

거래금액거래일자성명(상호) 관계

우리은행 관계수탁사 유  동   자  산  운 용 9,91220041014

1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

보유
주식수

주주
총회일 중립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반대찬성
회사명 의안 불행사의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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