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객 안 내 문 

이스트스프링 지속성장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해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댁내 평안과 안정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당사에서 운용 중인 ‘이스트스프링 지속성장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이하 

‘펀드’)에 가입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이스트스프링 지속성장기업증권 

투자신탁[주식]’이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펀드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집합투자업자이자 관리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투자하신 동 펀드에 대해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펀드가 현재의 

규모로는 효율적인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소규모 펀드의 장기화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소규모펀드 정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해지는 

소규모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 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에 근거하에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함께 

알려드리며, 해지 예정일 이전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지일에 상환금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당 펀드 : 이스트스프링 지속성장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2. 해지 사유 : 투자신탁 소규모 청산 

근거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에 의한 해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환매청구 가능일 : 2022 년 08 월 08 일(월)까지 

*이후부터는 환매신청이 불가하며, 펀드 해지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4. 투자신탁 해지일: 2022 년 08 월 12 일(금) 

 

5. 상환금 지급방법: 해지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전액 현금 지급 

 

상기와 같이 부득이한 펀드 해지로 인해 고객님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오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당사의 펀드에 보내주시는 고객님들의 신뢰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년 6 월 30 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