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신탁 해지 일정 
 

2016 년 4 월 27 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 투자신탁의 개요 

펀드명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 

설정일 2009 년 10 월 6 일 

설정규모 1,396,184,794 원 (2016.4.25. 설정잔액 기준) 

판매회사 
국민은행, KB 투자증권, KDB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 KEB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해지대금 

지급(예정)일자 
2016 년 6 월 28 일(화) 

 

2. 투자신탁 해지 근거 및 사유 

 해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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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계속하여 50 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해지 사유: 펀드 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상 해지 일정 

일자 내용 담당 

2016.04.27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와 일정 확정 슈로더 / 판매회사 

2016.04.27 판매회사 공문 및 안내문 송부 슈로더 

2016.05.06 예탁원 공문 및 안내문 송부 슈로더 

2016.05.10 해지 안내문 발송 기준일(고객 명부 기준일) 예탁원 

2016.05.16 해지 안내문 우편 발송일 예탁원 

2016.06.15 환매 제한 개시 판매회사 

2016.06.16 자산 매각 시작 슈로더 

2016.06.24 자산 결제 완료 슈로더 

2016.06.27 펀드 결산 완료 슈로더 

2016.06.28 해지관련 금감원 신고 및 판매회사 통보 슈로더 

2016.06.28 해지대금 지급 슈로더 / 판매회사 

 



 
 

 

투자신탁 해지 일정 
 

2016 년 4 월 27 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 투자신탁의 개요 

펀드명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증권자투자신탁 A(주식-재간접형) 

설정일 2006 년 12 월 29 일 

설정규모 3,407,744,536 원 (2016.4.25. 설정잔액 기준) 

판매회사 국민은행, 대신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해지대금 

지급(예정)일자 
2016 년 6 월 28 일(화) 

주)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증권모투자신탁도 2016 년 6 월 28 일(화) 해지될 예정임 

 

2. 투자신탁 해지 근거 및 사유 

 해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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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계속하여 50 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해지 사유: 펀드 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상 해지 일정 
일자 내용 담당 

2016.04.27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와 일정 확정 슈로더 / 판매회사 

2016.04.27 판매회사 공문 및 안내문 송부 슈로더 

2016.05.06 예탁원 공문 및 안내문 송부 슈로더 

2016.05.10 해지 안내문 발송 기준일(고객 명부 기준일) 예탁원 

2016.05.16 해지 안내문 우편 발송일 예탁원 

2016.06.15 환매 제한 개시 판매회사 

2016.06.16 자산 매각 시작 슈로더 

2016.06.24 자산 결제 완료 슈로더 

2016.06.27 펀드 결산 완료 슈로더 

2016.06.28 해지관련 금감원 신고 및 판매회사 통보 슈로더 

2016.06.28 해지대금 지급 슈로더 /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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