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같은 면지

본 책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가상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국한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는 검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투자업자가 내부규정 등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정한 경우에는 본 책자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추후 감독정책의 변화 등으로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감독당국이나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C

O

N

T

E

N

T

Chapter 01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 01
가. 도입 배경 ·····················································2
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개요 ···················4
다.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6
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11
마. 위반시 제재 ···············································17

Chapter 02
시장질서 교란행위 일문일답 ∙ 19
가. 공통 사항 ··················································20
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21
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38
라.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44

S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가. 도입 배경
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개요
다.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마. 위반시 제재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

가 빦 도입 배경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양
측면의 요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터전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공정성을 믿고,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뺸에서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①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초래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수급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③ 건전한 투자질서를 훼손하는 부정거래 행위
등 3가지 유형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규제 체계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기존 불공정거래제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원칙상 구성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행위는 처벌되는 사람이나 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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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2차･3차)으로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활용
-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는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1차 수령자로부터 재차 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수령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 불가
② 시제조종의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허수주문･통정매매 등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여 시장교란이
발생하였으나,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大判 2007도6558 등)

나아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기법도 점점 더 지능적･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낡은 규제체계로는 이러한 신종 범죄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제도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또는 포괄적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위법행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불공정거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첫째,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예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법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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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빦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개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은 크게 기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변형한
유형(제178조의2 제1항)과, 기존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변형한
유형(제178조의2 제2항)으로 나뉩니다. 용어의 편의상 전자를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후자를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도 일컫고 있습니다.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규제 대상자 및 대상정보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규제되지 아니한
2차 이후 다차정보수령자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및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 정보로 포함시켜,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등에 국한하여 규제하는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규제보다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규제와 달리 위법행위의
목적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의 경우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매매유인 등의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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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빦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1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한계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내부자’의 신분은 상장법인 및 그 임직원･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
회사와 법령상･계약상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는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개념도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장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의 경우 설령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회사 업무관련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나 절도 등의 비업무적인
방법으로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를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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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제178조의2 제1항) 내용
[1] 규제 대상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준내부자(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및 그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형사처벌 대상인 회사 내부자 등으로
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하여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ʼ15.7월 이전에는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15.7월 이후부터는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나 이를 다시 전달받은 3차 수령자,
그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다차 수령자일지라도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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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기존의 회사 내부정보 중심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 회사 외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가 그 정보를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산업합리화정책
･보조금지급정책 등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이 정책 발표 직전에 해당 정책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하였거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소속 펀드매니저가 특정 종목의 편입･제외 등 운용관련 전략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고 그 제3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등은 모두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공직자 또는 펀드매니저는 주식 등 지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책정보･시장정보를 생성한 자에
해당하며 펀드매니저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해들은 제3자는 정보생성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해들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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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ʼ15.7월 이전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만 처벌되었지만, ʼ15.7월 이후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여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해킹･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되어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장법인이 계약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3자가 해킹하여 정보를 알고 나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지정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활용한 경우, 기존에는 해킹한 사람을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개정법은 위와 같이 해킹을 통해 정보를 얻어 이용한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서류를 훔쳐서 알게 된 정보, 회사 임직원등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취득한 정보도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해킹･절취･기망･협박은 ‘부정한 방법’의 한 예시이며,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모든 경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우연한
사정으로 제3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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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대상 정보
2.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의 규제대상 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상장법인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가 아닐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정보입니다.
그러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서의 정보는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상장법인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를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 외부정보로는 대표적으로 정책정보 및
시장정보(예: 해당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연기금 등의 투자종목 편입･제외
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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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빦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1 기존 시세조종 규제의 한계
ʼ15.7월 이전에는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망
하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행위가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토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보아 형사처벌로 이를 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성’은 행위를 한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실제 조사･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파급력 있는 매체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주문방법 등 신종 기법과 매체를 통하여 훨씬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면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ʼ15.7월 이후부터는 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유형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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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제178의2 제2항) 내용
[1] 대량 허수호가 제출 등 부당 시세관여 금지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허수성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호가를 지속･반복하여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양태
중 하나입니다. 일반투자자가 시장에서의 거래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인위적
호가의 변동내역이 자본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결과라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매매 유인의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허수호가 제출 등으로 시세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ʼ15.7월 이후부터는 매매유인 목적이나 거래성황 오인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또는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행위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기존 시세조종여부의 판단과 유사하게 거래량, 호가의
빈도･규모, 시장상황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가격 결정을 저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유인의 목적을 불문하고 적정가에 비하여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호가로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고가 매도호가 및 저가 매수호가를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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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거나 시스템 에러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과다한 허수호가가 지속적으로
제출된 후 자동 정정･취소되면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장매매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가장매매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any transaction
in such security which involves no change in the beneficial ownership
thereof)로 정의됩니다. 즉, 매매의 결과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동일주체가 매매의 양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가장매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다른 거래당사자가 서로 짠 후 매수･매도의
상대방이 되는 통정매매와 구별됩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모두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행위양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장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다한 가장매매를 통해 시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ʼ15.7월 이후부터는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매매를 통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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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어 회사의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다수의 트레이더간,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되는 다수의 거래시스템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 제출한 호가 중
취소하지 못해 남아있는 미체결 호가 등이 신규로 제출한 호가와 교차적으로
체결되어 가장매매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 통정거래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ʼ15.7월 이전에는, 가장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정매매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활용한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통정매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ʼ15.7월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타인을 오인케 할 목적 등이 없더라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장참여자 간에 통정매매를 하여 그
매매행위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이 특정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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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여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켰다면 이는 타인을 오인케 할 목적이 없는 통정매매이지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뜸하여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서로 짜고 반복적으로 거래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풍문유포, 위계 사용 등을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4.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ʼ15.7월 이전에는 ‘매매 유인의 목적으로 시세조작 사실 유포행위 및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를 ‘시세조종행위’의 한
유형으로, ‘매매･시세변동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부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ʼ15.7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목적성이 없더라도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이를 새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유인이나 시세변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풍문(일반적으로 정확
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는 것)을 유포하거나 위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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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를 오인, 착각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략)를 사용하여
증권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투자자가 오인하게 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유인 등 목적이 없이 증권 포털게시판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그 행위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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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빦 위반시 제재
1 과징금 액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주식거래로 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행위로 총 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1.5배인 6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금액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그 상한액이 없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여,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와
부당이득의 효율적인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개정법은 시장질서교란행위 조항에서 형사범죄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여전히
형사범죄로 처벌받고,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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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빦 공통 사항

Q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신탁재산, 일임 및 집합투자재산 등 운용과 관련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누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교란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수익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신탁재산, 일임 및 집합투자재산 등을 운용할
때는, 실제 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표자가 임직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경우 등과 같이 행위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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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빦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Q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 정보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공개매수 정보,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나 중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
정보 외에도,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기금의
특정 종목 투자결정과 같은 시장정보 등 상장법인 외부의 정보 일반까지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적용대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법 §174)

시장질서 교란행위 (법 §178의2①)

① (내부정보) 상장법인 업무관련 중요정보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ex. 신사업추진, 신제품개발)
매매 등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② (외부정보) 공개매수자의 상장법인에 대한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것
(①법 §174의 정보 外에도 ②상장법인

공개매수정보
③ (외부정보) 대량취득･처분자의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정보

내부･외부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

① 내부자(準내부자)

① 미공개정보규제에 있어 ‘2차’이상

② 공개매수자
③ 대량취득･처분자

정보수령자
② 해킹･절취등 정보도용(盜用)자+정보

공개후 일정시간 경과 후 공개 전환

사실상 공개된 경우 공개 전환

(법상 공개수단 및 주지기간 명시)

(공개수단 및 주지기간 미규정)

+ ‘1차’정보수령자

수령자
공개시점
제재수단

형벌(징역형, 벌금형)

행정제재(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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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로부터 소관 정책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나요?

 정부의 정책 담당자로부터 전해들은 정책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되기 전 정보인 경우,
해당 정책정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 종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민영화 등 산업합리화 관련 정책,
특정 업권에 대한 보조금지급 정책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이러한 정책 정보를 매매등에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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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는 기자로부터 아직 발표되기 전의 정책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정보의
내용을 보니 발표되었을 때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를 거래처에 전달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되었을 때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정보라면, 본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게 한 행위만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지도 않았다면 정보전달만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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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SNS를 통해 소문이 돌거나 언론에
추측성 보도가 나오더라도 법적으로는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에서의 정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서는 정보가 법령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주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상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 소문이 돌거나 언론에 추측성 보도가 나왔더라도 법령에
따른 공개 행위가 없었다면 아직 미공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방법이나
주지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지기간의 경과가
필요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SNS에 소문이 나는 등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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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블룸버그 등을 통해 모은 정보, 공시된 정보 등 공개된 자료만을 기초로 전문가적
식견을 더해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공표하기 전 관련 절차에 따라 펀드매니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분석자료의 기초가 된 정보들이 모두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구성하는 ‘비공개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애널리스트의 전문적 식견에 따른 분석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으로서 객관적
사실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기초 자료들과 애널리스트의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건전한 유통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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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애널리스트가 M&A 추진 중인 상장회사의 합병 후 예상실적에 관한 조사
분석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공표하기 이전 펀드매니저에게 사전제공하
였습니다.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공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식견에 의해 ‘예상실적’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공표하기 전 펀드매니저에게
사전제공하였다고 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상장회사 M&A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사전제공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는 경우 애널리스트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1차수령자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제공받은 조사분석자료에 미공개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매매 등에 이용한 펀드매니저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2차수령자에
해당하게 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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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애널리스트가 전문가적 식견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의견을
공표하였는데, 그 애널리스트에 대한 시장의 신뢰 등 영향력으로 인해 주가가
반응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공표 전에 관련 절차를 거쳐 펀드매니저에게
자료를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될 수 있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부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의견을 공표하면, 조사분석자료에 미공개중요정보 등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견 공표 자체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예측을 담은 일상적
조사분석자료를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유통하는 것은 애널리스트 직군(職群)의
정당한 시장 활동으로서, 애널리스트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달리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매도/매수 의견이 공표되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공모한 펀드매니저
등에게 사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의 의도나 계획이 명백한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투자 의견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매니저 등 제3자에게
투자의견을 먼저 제공하여, 펀드매니저 등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을
우리나라의 부정거래행위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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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SEC의 애널리스트 제재사례(ʼ15.5월) |
∙ (사실관계) ʼ10.4월~’11.3월 기간 중 Wells Fargo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인 Bolan은 같은 회사
트레이더인 Ruggieri에게 6종목에 대한 등급 변경(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등급 상･하향)
정보를 공표 직전 지속 제공
- Ruggieri는 해당 종목을 공표직전 미리 매수･매도하여 약 12만$의 불법이득 실현
※ Bolan은 기관투자자 대상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2010)되는 등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그의 등급변경조정 보고서는 항상 해당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
∙ (제재사항) SEC는 Bolan에게 증권거래에 있어 포괄적 사기수단이용 금지(Securities Act
§17(a)(3))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civil penalty) $75,000 부과
Securities Act §17 (Fraudulent Interstate Transaction)

(a)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in the offer or sale of any securities or
any securities based swap agreement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
of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 in interstate commerce or by use of mails
directly or indirectly (3) to engage in any transaction, practice, or course of business which operates
or would operate as a fraud or deceit upon the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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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제공했지만, 개별 요청에
따른 보고서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 공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공표한
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만한 소지가 있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 공표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중에 미공개(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애널리스트가 일상적인
조사분석자료를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시장 활동으로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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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펀드매니저가 기업탐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타
운용사에 동 정보를 전달하면 문제가 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기업탐방 과정에서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기초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다른 운용사에 전달하면,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 전부터 자본시장법상 이미 규제해온 사항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하던 기업탐방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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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펀드매니저가 애널리스트로부터 받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펀드를 운용
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나요?

 일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애널리스트로부터 일상적인 조사분석자료를 제공받아 펀드
운용에 이용하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간 정보교류가 불필요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조사분석자료에 반영하였고, 이를 공표 전에 펀드매니저에게 사전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펀드매니저가 제공받은 조사분석자료에
미공개(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펀드 운용에 이용한다면,
제2차 정보수령자로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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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투자일임재산(Wrap) 운용부서 직원의 자기매매 내역이 사후적으로 집합주문
내역과 일치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일임재산(Wrap) 운용부서 직원이 운용 관련 집합주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자기매매가 사후적으로 우연히 집합주문 내역과 일치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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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연기금에 재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정보를 알고 매매에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한다는 정보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하거나 알게 된 후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는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직원이 사내전산망을 통해 연구원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한 사안에서, 해당 직원이 신기술 개발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건설추진실 소속이라도 일반인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전자부품연구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상 정보를 알게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2008.11.27,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236).
따라서, 연기금 소속 직원이 기금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기금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종목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 정보를 알고 매매에 이용하였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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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정보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동향 등을 기관투자가에게
미리 제공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나요?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정보에 특정 종목의 대량 편입 정보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가에게 미리 제공해서 매매 등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동향도 단순한 매매동향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의 특정
종목에 대한 대량주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가에게 사전 제공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게 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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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기관에 배포하거나 빠르게 시장대응 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에 떠도는 루머는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루머를 기관에 전달하거나 시장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매매한다고 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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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애널리스트와 함께 기업탐방을 한 후에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매하였는데, 다음날 우연히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어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업탐방 중에 해당 기업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알게 된 사정이 없고, 기업탐방에 동행했던 애널리스트가 다음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라 매매하였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시점이나 거래 규모, 기업탐방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들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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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금융투자업자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면 제재 대상이 되나요?

 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내부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였다면, 직접적인 권유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임직원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도록 할 의도성이 추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다른 임직원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였다면, 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게재한 애널리스트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서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정보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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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빦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Q18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는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탁책임 등을
물어 매매의 위탁･수탁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에는 주문의 수탁 행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자본시장법 제37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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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매매체결 이나 호가제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매매 체결이나 호가 제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에서는 매매 체결이나 호가 제출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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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투자일임자산(Wrap)의 운용 편의를 위해 하한가에 매수 집합주문을 제출한
후, 정정 주문을 통해 분할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나요?

 통상의 경우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최우선
매수/매도호가를 포함하여 매수/매도 10단계까지의 호가 내역과 해당 호가의
총합 수량을 장중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Wrap 운용 편의를 위해 하한가에 매수집합 주문을 제출한 통상의 경우라면,
해당 주문 내역은 매수/매도 10단계 호가 밖에 위치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므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장중 급등락으로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는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하한가에
제출한 매수 주문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주문을 정정･취소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호가내역과 호가수량도
함께 변경될 것이므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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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투자상담사가 고객 요청에 따라 고객계좌의 신용만기에 따른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동일 물량을 동일 가격에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만기에 따른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면 매매 유인 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① 동일물량을 동일가격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서로 짜지
않았다거나 손익이전･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② 투자상담사가 관리하는
동일 계산주체의 계좌간 매매가 아니라,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타인과 실제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이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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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ETF･ELW･ETN 관련 유동성공급자(LP)의 매매나 인덱스 펀드･ETF의
추적오차 조정을 위한 매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이나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괴리율 조정을 목적으로 한 매매라
할지라도, 허수성 주문을 대량 제출하거나 가장매매를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LP의 유동성 공급이나 괴리율 조정을
위한 매매였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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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채권선물에서 장 시작이나 종료시 동시호가에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선물은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 유인 등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선물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 장 시작이나 종료시와 같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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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빦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Q2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상장법인의 IR 담당자나 실적발표회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치 등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상장법인이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치 등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IR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공시로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정공시 대상정보는 주로 사업 및 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과 예측
등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의 손익이나 재무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것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IR 담당자나 실적발표회 등을 통해 알게된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가 공정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공개중요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공개중요정보인 공정공시 대상정보는 공정공시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공개정보로 전환되므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작성
등에 이용하거나 매매거래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공정공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바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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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정공시 대상정보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15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제3조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
업･매각 등))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
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주요경영사항(자회사, 종속회사 포함)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영업활동) 최근 매출액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규모의 영업 일부･전부 정지,
판매계약 체결･해지 등
(재무구조) ① 증자･감자, 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②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5%) 이상 규모의 시설투자, 타법인 출자 등, ③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채무보증, 원리금 지급 미이행 등, ④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규모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 부과,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확인, 파생상품의 거래 손실 등, ⑤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 잠식(50%
이상), 영업손익 등이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등
(경영활동) ① 최대주주가 변경, 자회사 편입･탈퇴 등, ②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 등, ③ 증권 발행에 대한 효력과련 소송, 경영권분쟁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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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상장기업이 이미 영업이익 총액을 공시한 상황에서, IR 담당자 등 내부자로부터
제품별 영업이익 분류와 같은 공시되지 않은 세부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세부자료도 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아니요, 미공개중요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 등 실적 정보가 공시된 상태라면, 제품별 영업이익
분류정보 등 실적을 구성하는 세부자료의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공시되지 않은 세부자료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기존에 공시된 내용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닌다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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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일문일답

Q26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IR에 참석하여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IR 전에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되었다고 오인하고 거래에 이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상장법인의 과실 등으로 공정공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되나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전달받았는데 그 정보가 공시되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거래에 이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 실제 행위자가 정보가 공정공시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오인하였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정황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공시 정보는 일반투자자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히 공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보가 공시되었다고 오인
하고 거래에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엄격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7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Q27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상장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들어 알게 되면 미공개중요정보 1차 수령자에
해당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 1차 수령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법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준내부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라면, 준내부자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1차 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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