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해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슈로더투자신탁운용입니다. 

저희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A(주식)에 투자해 주신 고객님의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A(주식)은 지난 2010 년 11 월 

23 일에 설정된 이래 판매되어 모집된 자금으로 수퍼싸이클 트렌드에 진입한 국내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 등에 따른 환매로 인하여 동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추구라는 동 펀드의 본래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운용규모 감소로 인해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하게 2015 년 11 월 16 일(월)에 동 펀드를 전부해지 하고자 하며, 이에 

고객님들께 삼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펀드의 전부해지는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상 근거하에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임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명 및 운용규모: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4,109,345,331 원(2015 년 9 월 13 일 현재 설정잔액 기준) 

- 해지 근거 조항: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 223 조 제 4 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 45 조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이러한 해지 일정에 따라 2015 년 11 월 6 일(금)부터 펀드에 대한 환매청구가 제한됩니다. 

고객님께서 해당 펀드를 2015 년 11 월 5 일(목)까지 환매하지 않으시면 해지 당일인 2015 

년 11 월 16 일(월) 기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동 환매될 예정입니다.  

해지일인 2015 년 11 월 16 일(월)에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판매회사인 대구은행, 

KDB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KEB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동 펀드의 신탁업자(수탁회사)인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상환금 등을 지급 받아 지체없이 고객님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동 

상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득이한 펀드 해지로 인해 고객님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오며, 그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저희 펀드를 아끼고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들의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고객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년 9 월 15 일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