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산 운 용 보 고 서

1.투자신탁의 개요

판매회사

투자신탁기간

일반사무관리회사

최초설정일

수탁회사

2005/02/18 7

하나은행(서울)

이 투자신탁은 단기 유동성 자산과 만기가 짧은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개인가입전용 상
품으로 고객의 단기 여유자금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월

* 투자신탁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자산운용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의 운용기간

아이투신운용(주) 외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HSBC 펀드 서비스

현대증권

(단위:백만원,원)2. 투자신탁의 현황

기준가격

부채총액자산총액

순자산총액

85,113 23

85,089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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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00,000

9,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83,500,000,000

83,500,000,00094,500,000,000

94,500,000,000

4.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자산
총액

주1) 기타자산의 내역 :

주2) 특별자산의 내역 :

85,113

비율

금액

구 분

0

0.00

주식 채권

37,098

43.59 28.40

24,171

기타
자산

투자증권

23,813

단기대출
및 예금 장내파

생상품

파생상품

장외파
생상품

부
동
산

기타

0 0

27.98 0.00 0.00

30

0.04

주3) 기타의 내역     :

  (CD) 20192.8  (CP) 3978.62

  (선납원천세) 29.94

  

  

0

0.00

0

0.00

0

0.00

실물
자산

특별
자산

- 투자신탁(회사) 명    :

- 투자신탁(회사)의 종류:

- 운   용    기   간  :

YOU   I 국공채개인가입용 MMF1

MMF

2005년 08월 18일 - 200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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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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조흥은행영업부 20050321 9500 0.60

정기예금 20050930조흥은행영업부 20050401 7400 0.48

정기예금 20051007조흥은행영업부 20050407 5300 0.36

정기예금 20051013조흥은행영업부 20050413 6400 0.48

정기예금 20051012외환은행 20050412 161,000 1.19

정기예금 20051006수협정기예금 20050408 332,000 2.39

정기예금 20051125외환은행 20050525 121,000 1.19

정기예금 20051117우체국양천우체국장 20050517 373,000 3.57

정기예금 20050920신한은행 영업부 20050620 91,000 1.19

정기예금 20051202우체국양천우체국장 20050602 323,000 3.56

정기예금 20060102조흥은행영업부 20050701 394,900 5.80

정기예금 20051004신한은행 영업부 20050701 405,000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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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3.195통안41-3-364-12 20050112 2006011110,850 10,734 12.61

 00003.525통안41-41-182-13 20050413 2005101210,000 9,978 11.72

 00003.473통안41-89-91-8 20050908 2005120810,000 9,925 11.66

 00003.43통안41-59-182-8 20050608 200512073,000 2,978 3.50

 00005.1국고0510-0601 20030108 200601081,500 1,522 1.79

 00004.87통안40-4-2-16 20040116 200601161,000 1,013 1.19

 000010.7국고1070-0509 19950920 20050920900 948 1.1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37,250 37,098 43.59

* 해외채권 액면가액은 local currency 기준 수량이며 단위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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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단기대출및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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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 20051005수협서초동지점 20050705 71,000 1.18

예금    159 0.07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단기대출및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25423,559 27.98

(단위:백만원,%)- 기타자산및 특별자산

비율구분 매입이율 상환일평가액종목명 수량(액면,좌,주) 신용등급

CD 수협여의도(지) CD 3.5285714 20051109 AAA 3,500,000,000 3,483 4.09

CD 조흥영업부 CD 3.5 20051014 AAA 1,000,000,000 998 1.17

CD 기업영업부 CD 3.53 20051103 AAA 4,270,000,000 4,252 5.00

CD 산업여의도(지) CD 3.53 20051028 AAA 4,260,000,000 4,244 4.99

CD 농협여의도(지) CD 3.51 20051004 AAA 4,250,000,000 4,244 4.99

CD 하나법인영업부 CD 3.56 20051228 AAA 3,000,000,000 2,971 3.49

기업어음 도공제일차유동화 CP 3.48 20051115 A1  2,000,000,000 1,989 2.34

기업어음 도공제일차유동화 CP 3.48 20051115 A1  2,000,000,000 1,989 2.34

기타자산  소 계 24,280,000,000 24,171 28.40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기타자산및 특별자산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합 계 24,280,000,000 24,171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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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채/통안채/은행채 : 20% 수준

-CD/CP : 50% 수준
-정기예금/콜 :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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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

벤치마크 펀드

수
익

율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
0

0.5

1

1.5

2

(단위:백만원,%)

구 분
기타
손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채
권

장외
파생

부동
산

부동
산

실물
자산

주
식

장내
파생

실물
자산

특별
자산

주
식

채
권

장내
파생

장외
파생

특별
자산

주) 기타손익:

당기

전기 금액

금액

당기-

전기-  (채권이자수익) -3  (유동매매손익) 0  (유동이자수익) 0  (보수및제비용) -27  (이자수익) 306  (기타수익

  (채권이자수익) -6  (유동매매손익) 0  (유동이자수익) 0  (보수및제비용) -25  (이자수익) 296  (기타수익

1 265

277

(단위:%)- 기간별 운용성과

6개월 1년 설정(등록)일이후1개월 3개월

1.90 수익율 0.26 0.81 1.62

* 본 간접 투자기구의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운용전문인력현황

협회등록번호주요경력및 현재근무부서연령성명

김경식 LG투신 채권운용팀 / 아이투신 채권운용팀 0301027002165년

이용신 현대그룹 자금부 / 아이투신 채권운용팀 0101027000969년

임홍택 한화투신 채권운용팀 / 아이투신 채권운용팀 0401027002272년

황준석 우리투신 채권운용팀 / 아이투신 채권운용팀 0501027002771년

9.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매매수익율(매매가격)종목명 액면가액 매매일발행일 상환일

해당사항 없음

10. 간접투자기구간 자전(이체)거래 내역 (단위:백만원,주)

대상간접
투자기구명

자전(이체)
거래일

수량 자전(이체)
거래수익

자전(이체)
거래금액

대상
자산명

액면
금액

자전(이체)
거래구분

자전(이체)
거래일

통안40-83-364-13 국공채법인가입MMF H24,980 채권자전매도200508300 5,000 0.341757

통안40-83-364-13 국공채법인가입MMF H22,986 채권자전매수200508230 3,000 0

통안41-3-364-12 국공채법인가입MMF H29,876 채권자전매수200509020 10,000 0

통안41-61-91-15 국공채법인가입MMF H29,989 채권자전매수200509020 10,000 0

수협서초동지점 국공채법인가입MMF W33,016 유동이체출200508300 3,000 0

조흥은행영업부 국공채법인가입MMF H2605 유동이체입200508230 600 0

조흥은행영업부 국공채법인가입MMF H2504 유동이체입200508230 500 0

신한은행 영업부 국공채법인가입MMF H21,006 유동이체입200508230 1,000 0

우체국양천우체국장 국공채법인가입MMF H23,032 유동이체입200509020 3,000 0

기업영업부 CD 국공채법인가입MMF H2129 유동자전매도200509160 130 -0.006714

산업여의도(지) CD 국공채법인가입MMF W3139 유동자전매도200509160 140 -0.003171

농협여의도(지) CD 국공채법인가입MMF W3150 유동자전매도200509160 150 -0.000055

수협여의도(지) CD 국공채법인가입MMF H21,987 유동자전매수200509020 2,000 0

도공제일차유동화 CP 국공채법인가입MMF H2993 유동자전매수200509020 1,000 0

도공제일차유동화 CP 국공채법인가입MMF H2993 유동자전매수200509020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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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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전화번호: 02)3215-3000

(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자산운용회사 하나은행(서울)아이투신운용(주)
(주)를 통해 간접투자자/주주로 제공됩니다.확인을 받아 판매회사 현대증권

판매사: 현대증권                                                                                     
                                                                                                     

YOU & I 국공채개인가입용 MMF1*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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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거래내용
이해관계인

거래금액거래일자성명(상호)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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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주식수

주주
총회일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회사명 의안 불행사의

 경우 그 사유불행사찬성 반대 중립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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