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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

-2012.11.29.선고 2012도1745 결 사안

(‘도이치증권 v. 한 선’사건)을 심으로-

김 기*

Ⅰ. 서    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 및 파생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한다)은 

크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자본시장

에서의 불공정거래로 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

시장으로 대별된다. 3,125,457개 기업2) 중 2012. 10. 31. 기준, 상장기업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786개사(932개 종목), 코스닥시장이 1,006개사

(1,011개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이 1,103,576,637,300,938

원, 코스닥시장이 111,850,736,910,552원이다. 2012년 10월 한 달을 기준

으로 살펴볼 때 거래량은 유가증권시장이 10,136,609,145계약, 코스닥

*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본부 법률자문관(검사).

 1) 김학석 외 8명, 금융범죄 수사실무Ⅰ, 법무연수원, 2011, 3면.

 2) 이는 2010년 말 기준이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http://stat2.smba. 

go.kr)에서 검색한 것이다. 이 중 9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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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12,112,788,697계약이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90,417,551,979,987

원, 코스닥시장이 52,598,013,112,490원이다. 중요한 것은 일 평균 거래

대금인데 유가증권시장이 4,305,597,713,333원, 코스닥시장이 2,504,667,291,071

원이다.3)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2012. 11. 7. 기준, 

일 평균 거래량은 6,661,554계약이고, 일 평균 거래대금은 69,627,852,000,000

이다.4) 우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2011. 12. 31. 기준, 시가총

액으로는 세계 15위, 거래대금으로는 세계 9위, 상장기업수로는 세계 

9위 규모이고, 파생상품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규모이다.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중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시장기

능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동향 등을 인위적으로 변동시

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조작행위이다.6) 전통적으로 시세조

종은 주가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가격을 

높이거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경우 

등 다양한 동기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옵션계약이나 

이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상품 등이 다수 출현하면서 필연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헤지는 현실거래

를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므로 여기에서 당해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헤지거래인지 아니면 현실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인지를 둘러

싸고 민 ․ 형사상 여러 사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주식통계 참조.

 4) 한국거래소 위 홈페이지 파생상품통계 참조.

 5) 한국거래소, 2012. 7. 24.자 ‘2011년 세계 주요 거래소 실적 분석 보고서’ 1면 

참조. 

 6) 김학석 외 8명, 앞의 책, 123면.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납세, 담보가

치산정은 물론 회계처리, 기업가치나 투자자의 투자결정기준이 된다. 자본시

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주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 본래의 기능과 성장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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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안은, 소위 ‘knock-out’ 옵션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

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매수, 매도 거래를 한 것이 과연 정당

한 매매인지 아니면 한쪽 당사자는 옵션계약을 knock-out시키려 하고, 

다른 당사자는 옵션계약의 knock-out을 방지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

진 시세조종인지를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정당한 거래와 현실거래

에 의한 시세조종은 ‘내심의 의사’에 따라 구별되는데 자본시장법 제

176조 제2항 제1호는 ‘매매유인의 목적’을 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사건은 이들 행위로부터 ’매매유인의 목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구

성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기소취지, 

판결내용 등을 중점 검토하고, ‘매매유인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사건

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의    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라 함은 ‘상장증권을 대량 ․ 집중적으

로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행위자가 의도하는 수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 하락시키는 행위’7)로서, 자본시장법이 인정하

고 있는 시세조종의 유형 중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

를 변동시키는 매매’(객관적 요건)와 ‘매매를 유인할 목적’(주관적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 아래, 증권 

 7)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증권법연구 제12권 제

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219면.

 8)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1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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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

는 행위와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중복하여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 

이다. 

 

2. 외국에서의 논의9)

가. 미  국

미국의 1934년 증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1934

년 법’이라 한다) §9(a)는 (1)부터 (6)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세조종행

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10) 그 중 §9(a)(2)는 ‘타인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 증권에 대해 

실제 혹은 외견상 거래가 성황을 이루게 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일련의 거래는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다른 규정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고 작전(pool operation)뿐

만 아니라 진정한 수급을 반 한 가격으로 오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

는 모든 수단을 금지하고 있어 1934년 법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

다.11) 

그런데 1934년 법 §9(a)(2)는 시세를 등락시키는 모든 거래를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12) 시세변동을 수반하는 적법한 거래와 시세조종은 

 9) 이하, 미국와 일본의 내용은 박임출, 앞의 논문, 220~232면; 남궁주현, ‘현실매

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257~259면을 정리한 것이다.

10) 1934년 법의 목적은 시세조종행위를 근절하는 것임에도 ‘manipulation’, ‘manipulative’

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시세조종에 관한 정의는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박임출, 앞의 논문, 220면. 

11) 박임출, 앞의 논문, 221면. 한편 Fischel, Ross 등은 ‘정상거래와 시세조종의 구

별이 곤란하고, 시세조종금지의 사회적 비용이 높으며, 수요 ․ 공급의 개입, 거

래의 유인, 인위적인 가격변동 요건 등이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세조종 대신 사기를 적용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박임출, 

앞의 논문, 222면. 시세조종의 규제 불필요성 등에 대한 논쟁 관련하여 상세

한 것은, 김정수, ‘시세조종 규제의 이론과 실제’, 주식(통권 제395호), 한국증

권거래소, 2001, 9~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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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로 구분되는데, ‘유인 목적’은 타인을 해당 증

권거래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서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와는 무관하

다.13) 

‘유인 목적’은 행위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거래에 관한 정황증거

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14) SEC나 법원은 ‘유인’(inducing)이라는 

문언을,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사전적 의미로 제한하

여 해석하지 않고 널리 시세에 향을 미쳐 그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로 해석한다.15) 

‘유인 목적’은 추정되므로16) 시세조종의 동기나 이유가 정황증거

에 의해 증명되고 변동거래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인목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세조종자가 그와 같은 유인 목적이 없었

음을 반증하여야 한다.17) 

한편, 최근에는 1934년 법 §9(a)(2)보다 같은 법 §10(b) 또는 SEC 

Rule 10b-5를 적용하여 시세조종을 규제하는데 그 이유는 1934년 법 

§9(a)(2)에 비해 동법 §10(b), SEC Rule 10b-5가 ‘타인에 의한 거래 유인 

12) 1934년 법 초안에서는 시세를 등락시키는 행위를 구별없이 처벌하도록 하

으나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정상적인 거래까지 금지할 수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유인 목적’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김정수, 앞의 책, 1112면.

13) 박임출, 앞의 논문, 224면.

14) SEC가 정황증거에 의한 시세조종입증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는 1947년 Federal 

Corporation 사건이라고 한다. SEC는 동 사건에서 ‘자백(admission)이 없는 이

상 사람 마음의 내면을 탐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조종의 목적은 정황증거

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69년 Crane 

Co. v. Westinghouse Air Brake Co. 사건(‘요건으로서 필요한 목적과 고의는 사

건의 정황에서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례에도 나타난다. 박임출, 앞의 논문, 225면.

15) 박임출, 앞의 논문, 226면.

16) SEC는 Federal Corporation사건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 금전상 이해(substantial, 

direct pecuniary interest)를 가지는 자가 시세를 상승시키는 수단을 사용한 사

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권 매수에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하 고, 법원도 1969년 Crane Co. v. Westinghouse Air Brake Co.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박임출, 앞의 논문, 225면.

17) 박임출, 앞의 논문,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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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1934년 법 

§9(a)(2)가 예정한 시세조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10(b) 

또는 SEC Rule 10b-5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34년 

법 §10(b), SEC Rule 10b-5를 ‘catch all’이라고 한다.18) 

나. 일  본

미국의 1934년 법 §9를 계수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9조 제2

항 제1호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시장 파생금융상품거래 또는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어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매

매 등이 번성한다고 오해시키거나 거래소 금융상품시장에서의 금융상

품, 장외 매매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장외 매매유가증권의 시세 등을 변

동시키는 일련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에 대한 청약, 위탁 혹은 수

탁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요건 관련하여, 協同飼料사건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인 목적’은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가 의도적

으로 이루어진 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자연

적인 수급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일 목적을 말하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객

관적 요건인 변동거래에 위와 같은 유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유인 목적은 객관적인 정황 예를 들어, 거래의 동기와 태

양, 매매거래에 부수되는 사정, 거래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당 매매거

래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매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을 규명하는 데에 

18) 박임출, 앞의 논문, 227면 ; 남궁주현, 앞의 논문, 257면. 

19) 동 사건은 ‘차입금 반환 목적의 유상증자(공모)를 원활히 실현시키기 위해 동

사 주식의 주가를 주당 170엔대서 280엔대로 끌어 올린 것’이라고 한다. 박임

출, 앞의 논문, 230면 주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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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0)

3. 객관적 요건

가. 매매가 황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 21)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해당 여

부는,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

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2) 대표적인 사

례는 ‘허수주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매매체결의사가 없으면서도 마

치 매도 또는 매수주문이 몰리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매매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23) 행위자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24) 

나. 시 를 변동시키는 매매(변동매매)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증권 및 장

내 파생상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매매행위를 통해 인위적인 향을 가

하여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25) ① 시초가 

결정시, 전일 종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②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③ 종가결정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④ 주문을 

점차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내는 행위(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그 예로 

20) 박임출, 앞의 논문, 229면; 남궁주현, 앞의 논문 ; 일본 최고재판소 1994. 7. 20.

선고 1988년 제1102호 판결 등. 

21) 이를 ‘바람잡이 거래’로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남궁주현, 앞의 논문, 268면.

2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판결(이른바, 신정제지사건).

23) 김정수, 앞의 책, 1110면. 현실적으로는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주문과 매매체

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문이 섞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24) 김정수, 앞의 책, 1110면.

2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판결(이른바, 신정제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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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

는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시세가 변동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된

다.26) 그러므로 매매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

장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가 인정된다면 시세를 변

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 시세변동의 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적법한 거래와 위법한 시세변동을 구분하는 1차적 판단기준은 주

문 당시의 호가 상황에 비추어 해당 주문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

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27)

그런데 시세조종은 한 번의 매매보다 일련의 의도되고 계속된 매

매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단순히 ‘매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규정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있어 

‘일련의 매매’(a series of transaction)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은 단일거래로도 가격을 급변시킬 수 있으므로 단일매매를 포

함한다고 보는 견해28)와 비록 법률규정은 ‘일련의 매매’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거래의 특성상 적어도 수회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견

해29)로 나뉘어져 있다. 판단건대, 단일 거래로도 시세 변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문과 달리 이를 ‘일련의 매매’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법원도 ‘엘지반도체사건’30) 등에서 이와 같은 입장

으로 판시하 다.

26) 김정수, 앞의 책, 111면. 대법원은 신정제지사건에서 ‘단순히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

의 조작을 가하는 매매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 으나 이후 프

로소닉 사건(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판결)에서 ‘그 행위가 시세

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 다. 

27) 박임출, 앞의 논문, 234면.

28) 김정수, 앞의 책, 1112면;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 사, 2010, 862면 등.

29) 성희활, ‘자본시장법상 연계 불공정거래의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 주가연계증

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제6권 제2호, 금융법학회, 2009, 

50면.

3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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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조 제1항 제2호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대상

인 시세의 범위를 ‘증권시장 또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

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형성된 시

세31), 상장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32)’

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증권시장 또는 장

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이다.

참고로 시세변동요건 관련하여, 일부 견해33)는 시세변동을 거래압

력에 의한 시세변동(예컨대, 종가결정시간대에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

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이 제출되는 바람에 시장이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대로 흡수할 여유가 없어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과 정보동기에 의

한 시세변동(예컨대,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면 

해당 증권에 호재성 또는 악재성 재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정보

를 이용하고자 하는 추종 세력에 의해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으로 구

별한 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특히 ‘유인 목적’의 해석과 관련되

는 것은 후자 즉, 정보동기에 의한 시세변동이며, 거래압력에 의한 시

세변동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

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래압력에 의한 경우

라도 장 종료 후 내지 다음 날 거래에 추종세력에 의한 매수 또는 매

도가 유인될 수 있어 두 가지 모두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해당 

여부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31) 현재는 전자증권중개회사가 개설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자본

시장법의 개정으로 미국의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과 같은 시

장도입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규정한 것이다. 김정수, 앞의 책, 1113면.

32) 대법원은 신정제시사건에서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기 형성된 주

식가격이 없으므로 비록 상장당일 매매거래의 가격제한폭 적용기준인 상장

기준가에 향을 미치는 매매거래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 으나, IPO 등의 경우 최초로 상장되어 시초가가 형성될 때의 시

세조종행위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으

며, 자본시장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정리하 다. 김정수, 앞의 책, 1113면.

33) 박임출, 앞의 논문, 232, 238~23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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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요건: 매매를 유인할 목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객관적 요건 외에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

된다. 따라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할지라도 유인 목적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 유인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 공급의 원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것’을 말한다.34)

‘매매 유인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자백이 없는 한 직접 증거

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개 간접사실(정황증거)을 종합하여 추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투자자의 거래패턴과 확연히 

구분되는 즉,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다면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매매가 있었고,35) 그로 인해 주가가 변동하 다면 행

위자의 매매 유인 목적은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36) 대법원도 소위 

‘삼익주택 시세조종사건’37)에서 ‘매매 유인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

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

래의 동기38)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

3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판결 등.

35) 달리 표현하자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매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6) 김정수, 앞의 책, 1115면. 미국에서도 SEC v. Collins Sec. Corp.사건, SEC v. 

Pagel 사건 등을 통해,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의 인정은 매매패턴, 명백한 비정

상 거래, 기타 거래자료로서 추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전시켜 왔다. 

다만, 이는 엄밀히 말하여 ‘원고 입증책임의 감경’이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판결.

38) 시세조종의 동기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금전적(경제적) 이해관계이다. 미국에

서도 간접증거의 활용과 함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를 갖고 있

는 자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 을 때는 시세조종

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프라이머 페이시 원칙’(prima pacie doctrine)

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수, 앞의 책, 1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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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동향, 전

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매매를 둘러

싼 정황증거(간접증거)를 통해 그 목적을 추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다. 요컨대, 시세조종의 목적성을 궁극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연속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행위 등 

합리성을 결여한 매매행위에 해당 회사의 자본금 규모, 발행주식의 총

수, 매매 경위,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매매행위 전 ․ 후 주가의 추이,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9)

‘매매 유인 목적’에 대한 인식 역시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한데40), 

이와 관련하여 ‘매매 유인 목적’을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매매로 유인

할 직접적인 목적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그와 더불어 다른 목적

이 있는 경우 등 간접적인 목적 있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 문제된

다. 예컨대, ①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

해 주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② 전환사채(CB)나 신주

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 ③ 전환사채를 싼 가격으로 주식전환시키기 위해 주가를 끌어내

리는 경우, ④ M&A시 인수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

리는 경우 등과 같이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변동을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 1. 

17. 선고 99노11300판결) 법원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으

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해시켜 증권시장에서 증권매매

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시 발행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시

39) 김정수, 앞의 책, 1117면.

40) 김정수, 앞의 책, 1118면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판결. 



336  刑事判例硏究[21]

세를 조종하는 등과 같이 일반 투자자의 증권매매거래를 유인하게 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 고,41) 그 무렵 대법원도 리젠트증권 사건(2001. 7. 

26. 선고 2001도4947판결)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젠트증권의 지분매각 

또는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일

반 투자자로 하여금 리젠트증권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시켜 그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일반 투

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42)

Ⅲ. 도이치증권 v. 대한전선 사건 개요43) 

1. 사건 이해의 전제

가.  사실 계

2003. 4. 23. 도이치은행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 

한다)로부터 한미은행 주식 2,859,370주를 주당 7,930원에 매수하는 동

시에 ‘2003. 6. 27.부터 2004. 6. 28.까지 한미은행 주가(종가 기준)가 행

사가격의 200%(15,784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옵션계약이 소멸된다’

는 내용의 소위 knock-out option계약44)(이하, 본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41) 이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판결로 확정되었다.

42) 학설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임출, 앞의 논문, 235면 ; 김정수, 

앞의 논문, 21면.

43) 본건은 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외에도 ②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자

들을 조사할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이

를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조사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③ 관

련자들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 및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인정 요

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44) knock-out 계약은 민법상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knock-in 계약은 ‘정지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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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 다.

도이치은행은 본건 옵션계약에 대한 헤지 업무를 도이치증권에 

맡겼고,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아시아파생운용팀 한국몰 담당 상무이

사이던 손○○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손○○는 본건 옵션계약에 대한 헤지 거래 업무를 하면서 2004. 

2. 19. 당시 장중 한미은행 주가가 15,800원 전 ․ 후로 등락을 거듭하자 

본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위 주식의 종가를 낙아웃 가격(15,784원) 

이상으로 형성시켜 도이치은행의 금전적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으

로 위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같은 날 14:45경 10만주(실제 

주문 실행은 14:49:50경 4만주, 14:49:59경 6만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함

에 있어 동시호가 시간대에 들어가기 직전 가격이 15,800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4만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실제 동시호

가 직전가격을 15,800원으로 형성시켰고, 같은 날 동시호가 마감 직전

인 14:59:43경 본건 옵션계약을 최종 낙아웃시키기 위해 15,800원을 지

정가45)로 93만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당일 한미은행 주식의 

종가를 낙아웃 가격 이상인 15,800원으로 마감시켰다. 이와 같이 종가

에 관여하는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한미은행 주식의 시

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 다.

한편, 대한전선의 자금팀장이던 전○○는 본건 옵션계약 관련하

여, 2004. 2. 19. 한미은행 주식의 종가가 낙아웃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한전선에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동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

대 마감 직전인 14:59:37경 한미은행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15,800원

인 상황에서 시장가로 35만주의 대량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15,800원에서 15,300원으로 급락시키는 등 한미은행 주식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5) 주문(호가) 종류로는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조건부 지정가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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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나. 본건 션계약의 구체  내용

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이치은행과 대한전

선간 체결된 본건 옵션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

[본건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전선이 행사가격 100%(7,892원) 1년 만기 콜옵션 2,859,370

주 계약 매수

○ 대한전선은 행사가격 100%(7,892원)와 70%(5,524원)를 배리어

(barrier)로 하는 1년 만기 풋옵션 2,859,370주 계약 매도. 다만, 

만기시 한미은행 주가가 70% 이하인 경우 최대 손실규모는 

약 68억원으로 제한

○ 낙아웃 조건: 2003. 6. 27.부터 만기인 2004. 6. 28.까지 1년 사이

에 한미은행의 종가가 행사가격 200%(15,784원) 이상이 되는 

경우 모든 옵션계약 소멸. 도이치은행은 대한전선에 약 7억원

(2,859,370주× 7,892원/당일 원, 달러화 환율×3.0%)의 리베이트 

제공 

○ 콜옵션의 낙아웃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한전선이 지급받는 

현금결산금액=(2004. 6. 28. 이전 20 업일 동안 각각의 한미은

행 주식 종가들의 산술평균가격-7,892원)×2,850,370주

○ 콜옵션 매수대금: 약 8억원(주식 매도대금의 3.5%) 

요약하면, ① 당시 자금 마련이 시급했던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이 

보유 중이던 한미은행 주식을 도이치은행에 매도하되, ② 이를 다시 

되찾아 올 생각으로 도이치은행과 1년 만기 본건 옵션계약을 체결하

고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옵션프리미엄(옵션가격)으로 약 8억원을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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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행에 지급하고, ③ 도이치은행은 한미은행의 주가 하락에 대비하

여 행사가격의 100%와 70%를 배리어로 하는 풋옵션을 매수하 으며

(최대 손실규모는 약 68억원으로 제한), ④ 1년 옵션행사기간 내에 한

미은행의 주가가 행사가격의 200%인 15,784원을 초과하면 모든 옵션

계약이 낙아웃되고, 도이치은행은 대한전선에 약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하는 것이 본건 옵션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다. 본건 션계약 체결 이후 ~ 2004. 2. 19. 상황

손○○는 본건 옵션계약 외에도 다른 상대방과 한미은행의 주식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계약을 5건 더 체결하고,46) 도이치증권 서

울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본건 옵션계약의 헤지 계좌를 비롯한 수 개

의 계좌를 이용하여 델타 헤지기법47)에 따라 헤지 거래를 진행하 다.

그런데 2003년 하반기부터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

다)이 한미은행을 인수할 것이란 호재성 정보가 알려지면서 한미은행 

주가는 6,000~7,000원대에 머물던 이전과 달리 상승하기 시작하 고, 

2003. 11.경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46) 이는, 수 개의 옵션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상호 분산하려는 의도 던 것으로 

보인다.

47) 금융공학적으로 헤지 방식에는 ‘델타 헤지 방식’과 ‘감마 헤지 방식’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헤지 방식은 ‘델타 헤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포트폴

리오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도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하는 델타값(예컨대, 

옵션의 델타값이 +0.5라면 기초자산이 100원 증가할 때 옵션가격은 그 50%

인 50원이 증가함을 나타낸다)을 0으로 만들어 기초자산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당해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변화가 없도록 추구하는 위험회피기법’이다. 

헤지 거래의 목적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나 옵션으로 

인한 이익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함(즉, 기초자산의 변화에 대한 파생상품

의 민감도를 0으로 유지)이고, 이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헤지 

계산식의 헤지 수치를 참고하여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위험 회피 

거래를 행한다. 예를 들어, 본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옵션행사시 

지급하여야 할 행사가격은 일정하므로 한미은행의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행

사로 부담하여야 할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반대로 한미은행의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행사로 부담하여야 할 수량이 부족하므로 당해 주식을 

더 매수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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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평균 주가가 14,000원대를 넘기 시작하 다. 

도이치은행이 대한전선으로부터 인수한 한미은행 주식을 대부분 

장중 처분한 상태에서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손○○는 델타 헤

지 기법에 따라 보유 중인 한미은행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 고, 급

기야 2003. 10.경부터는 한미은행 주식의 보유 수량이 마이너스(-)로 

내려가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한미은행 주가는 계속 상승하 고, 2004. 2. 18. 당시 종

가가 14,650원을 기록하자 손○○는 대한전선의 전○○를 만나 ‘도이

치은행이 대한전선에 25억원을 지급할테니 본건 옵션계약을 조기청산

(unwind)하자’48)고 제안하 으나 거절당하 다. 

2004. 2. 19. 09:00경 한미은행 주식은 전날 종가 대비 350원 상승

한 15,000원으로 장을 시작하 고, 같은 날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씨

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 뒤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전량 사들

여 상장폐지하기로 하 으며, 소액주주의 매수청구 가격은 16,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퍼져나간 이유 로 같은 날 

12:36경 한미은행 주가는 이미 낙아웃 가격인 15,800원을 기록하 다.

그러자 손○○는, 같은 날 14:03경부터 14:57경까지 손○○의 후배

로서 도이치증권 홍콩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터 펑(Peter Fung) 등과 메

신저를 통해 매우 긴박하게 연락을 취하며49), ① 최초 14:46:13경 직전

48) 손○○가 전○○에게 본건 옵션계약의 조기청산을 제안한 이유는, 한미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도 낙아웃 행사가격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

우 본건 옵션계약 내용 중 ‘(2004. 6. 28. 이전 20 업일 동안 각각의 한미은행 

주식 종가들의 산술평균가격-7,892원)×2,850,370주 약정’에 따라 약 213억원을 

대한전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차라리 25억원을 지급하고 조기청산을 하는 

것이 도이치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었

다. 반면, 대한전선측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49)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에 적시되어 있는 손○○와 피터 펑 등과의 어

로 된 메신저 주요 내용은, 손○○는 다급하게 ‘도이치증권 홍콩지점에서 한

미은행 주식에 대한 대량 고가매수주문을 내 줄 것’을 부탁하고, 피터 펑은 

‘그러한 주문은 한국의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바로 적발되므로 낼 수 없다’

고 거절하고, 이에 손○○은 ‘그럴리 없다’며 피터 펑을 설득하고, 이에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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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 50원 높은 15,800원에 3만주를 매수주문하고(매수주문이 나가

자마자 3만주가 전부 15,800원에 계약체결되었다), ② 거의 동시에 

15,750원에 2만주를 매수주문하고(바로 2만주가 전부 15,750원에 계약

체결되었다), ③ 14:46:54경 다시 15,800원에 1만주를 매수주문하고(바

로 15,800원에 전부 계약체결되었다), ④ 14:49:50경 15,800원에 4만주를 

매수주문하고(15,800원에 230주가 계약체결된 후 나머지는 동시호가 

시간대로 넘어갔다), ⑤ 위 4만주 상당수가 계약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14:49:59경 15,800원에 6만주를 매수주문한(6만주 전부가 동시호

가 시간대로 넘어갔으며 예상체결가는 15,800원으로 형성되었다) 상태

에서, 마지막으로 ⑥ 장 종료 직전인 14:59:43경 당시 매도 물량보다 

훨씬 많은 93만주를 15,800원에 매수주문하 다. 손○○가 주문한 매

수 물량은 동시호가 시간대로 들어가기 전 16만주, 장 마감 전 93만주 

등 총 109만주 다. 그 결과 당일 한미은행 주식은 낙아웃 가격인 종

가 15,800원에 전량 계약체결되었다.50)51)

펑이 ‘한국지점에서 주문을 내면 되지 왜 홍콩지점에서 주문을 내야 하느냐’

고 반문하자 손○○는 ‘세금 문제 등 때문에 홍콩지점에서 주문을 내는 게 

유리하다’며 계속 피터 펑에게 고가매수주문을 독촉하는 것이다. 결국 피터 

펑은 당일 14:59:43경 93만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었다. 한편 그 이전 주문

은 손○○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김○○에게 부탁하여 낸 것이다.

50) 2004. 2. 19. 당일 아침 보도와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는 매수세를 보고 상당수 

추종 세력이 거래에 가세하 던 것으로 보인다. 손○○의 작전과 더불어 추

종 세력의 매수세가 합세하여 한미은행의 종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손○○는 이와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량 고가매수 주문이전부터 한미은행 주가는 상승세에 있었고, 그 추이를 

지켜보니 종가가 낙아웃 가격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어 공매도포지션을 청

산하고자 대량 매수주문을 낸 것이지 종가를 낙아웃 가격으로 올리기 위해 

매수주문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 다. ‘종가를 낙아웃 가격 이

상으로 조종하기 위해 매수주문을 낸 것’과 ‘그와 같은 매수주문이 없더라도 

종가가 낙아웃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상황이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호가 시간대와 장 마감 직전 추종 

세력이 더욱 붙은 것은 손○○의 대량 매수주문에 유인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51)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손○○가 낸 6번의 고가매수주문은 그 전체가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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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9. 총 거래량은 5,324,990주 고, 종가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체결가격은 15,800원이었으며, 예상체결수량은 621,880주 다. 종가 

동시호가 시간대에 도이치은행이 매수한 한미은행의 주식은 356,150주

로 종가관여율이 57.27%에 이르고, 대한전선이 매도한 한미은행의 주

식은 35만주로 종가관여율이 56.28%에 이르렀다. 

한편, 전○○는 같은 날 14:59:37경 예상체결가격이 15,800원인 상

황에서 시장가로 35만주의 대량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5,800원에서 15,300원으로 급락시켰다.52) 

요컨대, 본건은 한미은행 주가가 낙아웃 가격에 근접하자 현금결

산금액 지급을 면하고자 본건 옵션계약을 낙아웃시키려는 손○○와 

이를 막으려는 전○○가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었

다.53)

라. 2004. 2. 19. 이후의 상황

한미은행의 2004. 2. 20. 주가는 장중 16,300원까지 상승하 다가 

종가 15,800원에 마감되었고, 손○○는 이날에도 27만주를 접속시간대

에 매수하 다. 

씨티은행은 2004. 2. 23. 한미은행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한미은행

의 주식 공개매수가격을 주당 15,500원으로 공시하 고, 상장을 폐지

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수의 80% 이상을 공개매수를 할 것이라고 밝

혔다. 손○○는 이날 접속시간대에 한미은행 주식 20만주를 매도하고, 

여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라 할 수 있다(박임출 교수의 견해도 이와 같

다. 박임출, 앞의 논문, 240면). 그러나 검찰은 이 중 동시호가 시간대에 들어

가기 전 4만주 매수주문과 장 마감 직전 93만주 매수주문을 특정하여 기소하

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물론 4만주 매수주문보다는 93만주 매

수주문의 범죄혐의가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52) 추정하건대, 전○○는 한미은행 주가가 낙아웃될 경우, 대한전선이 도이치은

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결산금액(약 21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

로 생각한 나머지 이를 방지하려 하 던 것으로 보인다. 

53) 그 과정 중 손○○와 전○○는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눈치채고 낙아웃을 둘

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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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주를 매수하 으며, 2004. 2. 26. 3만주를 추가로 매수하 다. 

씨티은행은 2004. 4. 3.부터 2004. 4. 30.까지 한미은행 전체 주식의 

97.5%를 매수하 으며, 한미은행은 2004. 7.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행위자들의 주된 변소 취지 및 수사, 재판 경과

손○○는 검찰 수사 중, ‘① 자신은 정상적으로 델타 헤지 기법에 

따라 공매도포지션을 취해가며 한미은행 주식을 처분하 다(위험 회

피를 하 다), ② 2004. 2. 19. 당일, 아침부터 언론보도 등의 향으로 

한미은행 주가가 낙아웃 가격까지 상승하 고,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장 마감 무렵 주가가 낙아웃 가격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공매도포지션을 청산하고자 대량 매수한 것일 뿐이다54), ③ 사

정이 이러하므로 매매 유인 목적과 같은 범의가 없었다’고 변명하

다. 그리고 전○○는 ‘매매 유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회 

거래를 하 어야 하는데 자신은 장 마감 직전인 14:59:37경 단 1회 매

도주문을 하 을 뿐으로 매매 유인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 다.55) 

그러나 검찰은 2010. 1. 7. 손○○, 전○○를 각 증권거래법위반으

로 불구속기소하 다. 주된 공소사실은 ‘각 매매 유인 목적을 가지고 

손○○는 2회에 걸쳐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한미은행 주식

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시키는 매매를 하고, 전○○는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한미

은행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을 급락시켜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 2011. 1. 28.선고 

2010고합11판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손

54) 실제 손○○가 검찰에 제출한 SUMMARY TABLE에 따르면, 2004. 2. 18.과 

2004. 2. 19. 당시 헤지 포지션은 -949,549 고, 2004. 2. 20. 당시 헤지 포지션

은 -929,549이었다. 손○○는 공매도에 청산에 필요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2004. 2. 19. 장 마감 직전 93만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55) 그 외 증권거래법위반과 직접 관련없는 이들의 변명 취지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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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전○○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 다.56)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2. 1. 13.선고 2011노433

판결)도 1심 법원과 같이 판단하여 손○○, 전○○의 항소를 기각하 

다.

상고심인 대법원(2012도1745호)은 2012. 11. 29. 손○○, 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 다.

3.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 고,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대개 원용하 다. 그러므로 본건은 하급심 재판에서 제기된 논

의가 주요 탐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1심, 항소심에서 제기된 쟁점 관

련하여 손○○, 전○○의 변명과 이에 대한 검찰의 주된 입장 및 법원

의 판단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7)

가. 손○○ 하여

(1) 14:49:49경 한미은행 주식 4만주의 매수주문이 고가매수주문인지

이른바 ‘고가 매수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

로 매수주문을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

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

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56) 1심 법원은 손○○가 본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도이치은

행이 본건 옵션계약기간 동안 델타 헤지 거래를 통해 얻는 마진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므로 도이치은행이 본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 중 15억원 상당은 본건 범행과 관련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

충분하다’며 이유무죄를 선고하 고, 2심도 같은 입장을 취하 다. 다만, 이 

부분은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 할 수는 없다.

57) 이하 밑줄은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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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

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 ․ 공급에 따라 자유경

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

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중략) 2004. 2. 19. 14:00경 이후 직전 체결가가 15,750~15,800원으

로 등락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도호가 잔량을 크게 뛰어넘는 

40,000주를 15,800원에 주문하는 행위는 한미은행의 주가를 15,800원으

로 형성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손○○

의 매수주문으로 인하여 동시호가의 직전가가 15,800원으로 형성되었

는데 동시호가 직전가는 일반적으로 동시호가 시간대의 매도 ․ 매수 주

문의 기준가가 되어 종가결정에 상당한 향을 끼친다는 점과 손○○

와 김○○의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미은행 주식 4만주 매수 

주문은 한미은행의 동시호가 직전가를 낙아웃 가격인 15,800원으로 변

동시킬 의도로 제출한 주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14:59:43경 한미은행 주식 93만주의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주문인지

이른바 ‘종가 관여 매수주문’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인 14:50~15:00경에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체

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높

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

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

으로써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한 경우에도 그 주문으

로 인하여 예상 체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뿐 예상체결수량을 증가시

키거나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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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수주문을 하 다는 점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수는 없고 주문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① 손○○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한전선의 대량매도물량

이 있으면 이로 인해 한미은행의 주가가 낙아웃 가격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한전선의 물량을 

초과하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한미은행의 종가를 낙아웃 

가격 이상으로 되도록 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동시호가 시간

대에 들어가기 직전, 4만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15,800

원으로 변동시킨 후 장 마감 직전에 대한전선의 매도물량(당시 약 70

만주로 예상하 다)을 훨씬 초과하는 93만주의 대량매수주문을 제출

함으로써 한미은행 주식의 종가를 대한전선의 매도물량에도 불구하고 

낙아웃 가격 이상인 15,800원으로 형성시키려고 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손○○는 ‘이 사건 헤지거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든 하

락하든 옵션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큰 손익없이 일정한 수준의 마진만

을 얻을 뿐이어서 한미은행의 시세를 조종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

나, 본건 옵션계약상으로도 낙아웃이 달성될 경우 도이치은행으로서

는 대한전선에게 상당한 금액〔(2004. 6. 28. 이전 20 업일 동안의 각

각의 한미은행의 주식 종가들의 산술평균가격-7,892원)×2,850,370주〕

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손○○가 한미은행의 주가를 낙아웃

시킬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장중에 분할매수를 하는 등 시장충

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동시호가 시작 직전 및 

장 종료 직전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점, ⑤ 손○○와 피터펑간 

통화내용에 비춰 피터 펑도 이러한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직전 3일간의 종가 

평균거래량이 약 6만 6천주에 불과하 고, 손○○가 피터펑에게 매수

주문을 의뢰한 2004. 2. 19. 14:54경의 예상체결수량은 약 11만 8,000주

에 불과한 상황에서 93만주의 대량매수주문을 의뢰함으로써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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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체결가격을 15,400원에서 15,800원으로, 예상체결수량을 약 42

만주에서 62만주로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 ⑦ 한미은행 인수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 시점이 

임박하 다고 믿을만하고, 만일 한미은행 주식 의 공개매수 가격이 낙

아웃 가격 이하로 결정될 경우 2004. 6. 28. 만기까지 한미은행의 주가

가 낙아웃 가격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상황에서 도이치은행은 공개매수가 임박한 이 시점에 한미은행 주

식의 종가를 낙아웃 가격 이상으로 형성함으로써 대한전선에 거액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할 필요성이 컸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손○○가 한미은행 주식을 15,800원에 

93만주 대량매수주문한 것은 공매도청산의 의도가 있기는 하나, 앞의 

고가매수 주문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은행의 주가를 낙아

웃 가격 이상으로 변동시킬 의도로 주문한 것으로서 예상체결수량을 

크게 증가시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

인하게 하는 종가관여주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 공급의 원칙

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

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

로 충분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

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

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

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중략) ① 손○○가 본건 옵션계약 외에도 다른 거래 상대방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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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은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계약을 5건 체결한 상태에서 

수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델타 헤지 기법에 따라 위 계약들을 통

합하여 헤지거래를 진행한 점, ② 한미은행의 주가는 본건 옵션계약체

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낙아웃 만기를 4개월이나 앞둔 2004. 2. 

18. 이미 14,650원을 기록함으로써 델타 헤지의 원칙에 따르면 트레이

더는 주식을 공매도하여 보유수량을 줄여나가야 하고, 실제로 손○○

도 공매도포지션을 늘려나가 2004. 2. 18. 약 929,549주의 공매도포지션

을 가져간 점, ③ 낙아웃 옵션계약상 낙아웃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낙아웃 옵션계약의 델타가 0이 되므로 낙아웃 옵션계약에 대응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지션을 전부 청산하여야 하는바, 손○○도 2004. 

2. 19. 당시 델타 헤지 수치 -949,549가 0으로 되자 이에 대응하여 보

유하고 있던 공매도수량을 청산하려고 하 던 점, ④ 손○○는 공매도 

수량을 청산하기 위해 피터펑을 통해 14:59:43경 한미은행 주식 930,000

주를 매수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가 14:59:43

경 93만주를 매수주문한 행위에는 델타 헤지 원리에 따라 공매도수량

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

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므로(중략) 손○○는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에 

제3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93만주

의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 다고 인정된다.

나. ○○ 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

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 ․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

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

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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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다.

위 조항에서 ‘일련의 거래’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시호가 시간대의 1회의 매도주문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세

를 변동시킬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대한전선에

서 교보증권 삼성타운 계좌를 이용하여 2004. 2. 19. 14:59:37경 한미은

행 주식 350,000주를 시장가(매도주문의 경우 하한가를 의미하며, 당시 

하한가는 12,500원이었다)에 대량 매도주문하 는바, 위 매도주문은 

이례적인 규모 다는 점, 그로 인해 예상체결가격이 15,800원에서 15,300

원으로 급락하 으며, 예상체결수량은 251,960주에서 420,680주로 크게 

증가한 점, 당일 종가 동시호가 시간대의 총 예상체결수량은 621,880

주로서 대한전선이 매도한 한미은행의 주식 35만주의 종가관여율이 

56.2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는 가능한 늦게 시장가(반

드시 전량 매도해야 하는 가격)58)로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한미

은행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을 변동시켰다고 보인다.

또한, ① 2004. 2. 19. 당시 한미은행의 주가는 이미 장중에 낙아웃 

가격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종가에 낙아웃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

우 높았고, 낙아웃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전선은 도이치은행으로부

터 거액의 현금결산금액〔(2004. 6. 28. 이전 20 업일 동안의 각각의 

한미은행의 주식 종가들의 산술평균가격-7,892원)×2,850,370주〕을 지

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전○○로서는 당일 한미은행 주식의 종

가를 낙아웃 가격 이하로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만일 전 

○○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만이 있었다면 당일 주가상승추이에 비

추어 지정가 내지 고가 매도주문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대한전선

이 매입한 가격(13,800~14,300원)보다도 낮은 하한가(12,500원)를 의미

하는 시장가에 매도주문을 한 점(만일 하한가로 예상체결가격이 형성

58) 대상판결 사안에서, 손○○는 지정가로 매수주문을, 전○○는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 다.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 지정가, 시장가로 

매수주문, 매도주문을 제출하 다는 사실도 다른 간접사실들과 종합하여 이

들의 의도를 추단하는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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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대한전선은 최대 약 6억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④ 전

○○는 당시 예상체결수량이 251,960주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 마감을 

불과 23초 앞둔 시점에 350,000주를 시장가로 대량 매도주문하여 예상

체결가격을 15,300원으로 급락시켰으며, 대량 매도의 종가관여율이 

56.2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5만주 매도주문은 일련의 거래가 

아닌 동시호가 시간대의 1회 대량 매도주문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예상체결가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되었고, 이러한 전○○의 행위는 한

미은행 종가를 낙아웃 가격 이하로 변동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시세조종주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매매체결수량의 증가로 일

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미은행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전선의 대량 매도주문으로 인해 계속하여 주식시장에서 일

반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전○○

에게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Ⅳ. ‘매매 유인 목적’ 관련, 대상판결의 시사점

1. 소    결

본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손○○의 헤지 거래와 공매도포지션 청

산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음에도 본건 옵션계약을 낙아

웃시키려는 범의를 인정하 다는 것이다. 손○○가 예상한 바를 넘어 

주가가 낙아웃 가격까지 상승하자 공매도포지션 청산과 본건 옵션계

약을 아예 낙아웃시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하 던 것으로 추측되고, 

주된 의도는 본건 옵션계약의 낙아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

안할 때 법원의 판시는 적절하다. 

또한 ‘매매 유인 목적’이 반드시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

적 인식의 수준으로도 족하며, ‘1회의 매매거래라 할지라도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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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된다59)’고 판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

진다. 그 외 대상판결 등을 통해 추가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

와 같다.

2. 시세조종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매매 유인 목적’의 함의

‘유인’은 ‘주의나 흥미를 유발시켜 꾀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

로 ‘매매 유인 목적’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주의나 흥미로 투자자를 

꾀어 주식매매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유상증자, CB, BW의 성공적 발행 등 ‘주식 

매매 참여’가 아닌 다른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이 목표했던 주된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 참여가 아니라 ‘knock-out 옵션의 성취 또는 방해’ 다.

물론 관련자들이 투자자들의 매매 참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

았더라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는 외관이 만들어지거나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자연스럽게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매매

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매매 유인이 달성되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대법원은 일찌감치 ‘매매 유인 목적은 반

드시 증권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

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증권매매거래를 유인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상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정되고 

그 인식은 미필적으로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60)함으로써 위와 같

은 경우에도 시세조종의 주관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수긍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법문상 ‘매매 유인 목

59) 대법원은 이전, 엘지반도체사건(2004. 10. 28. 선고 2002도3131판결) 이래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6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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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으로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살피건대, ‘매매 유인 목적’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객관적 

요건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시세

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들 행위는 수요

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주가시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범

죄의 가장 큰 동기가 주가조작을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이란 점을 고

려할 때에도 ‘매매 유인 목적’은 그 범죄의 본질에 맞춰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매 유인 목적’은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문언적 의미가 아니라 ‘널리 시세에 부당한 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시세를 이용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

다.61) ‘매매 유인 목적’을 이처럼 본다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

이 추구한 목적은 간접적 목적이 아니라 직접적 목적이 될 것이다.62) 

아울러, 시세조종이 추구하는 다양한 동기도 하나의 목적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3. ‘매매 유인 목적’ 판단기준의 매매단계별 유형화

‘매매 유인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통상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간접사실을 통해 추론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범죄에 있어서 검찰은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증거의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61) 참고로, “미국 SEC나 판례는 ‘유인 목적’을 ‘증권가격에 향을 미쳐서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넓게 보는 것 같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윤 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2권 제1호, 2001, 

15~28면; 박임출, 앞의 논문, 226면 재인용. 

62) 실무상, 시세조종 피의자들의 주된 변소는 ‘매매는 인정하지만 유인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매매 유인 목적’의 의미를 본문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시

세조종 행위자들의 범의를 정확히 겨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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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 사안의 하급심 판결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

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

양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 유인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63)

위와 같은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 나열에 그치고 있

어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매매 단계별

로 ‘① 행위 당시의 정황, ② 거래의 합리성, ③ 부당한 이익 추구 여

부’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 당시의 정황은 ‘그와 같은 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상

황’을, 거래의 합리성은 ‘거래 행위 자체가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거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부당한 이익 추구 여부는 ‘그와 같은 

매매결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통상의 매매를 통해서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는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와 같은 ‘매매 유인 목적’ 판단기준의 단계별 유형화는, 현실거

래에 의한 시세조종 수사와 재판에 있어 수사 및 증거확보의 방향을 

잡고, 퍼즐 조각같은 지엽적 간접사실을 묶어 당사자의 내심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매매 유인 목적’ 요건의 존치 여부: 입법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있어, ‘매매 유인 목적’을 법규정상 

주관적 요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부 견해는 “입증의 어려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

세조종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매매 유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 유인 목

적’의 삭제를 주장한다.64) 

63) 그 외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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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상적인 매매와 시세조종은 구별되어야 하고, ‘매매 유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시장의 매매거래

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매매 유인 목적’의 존치를 주

장하는 견해도 있다.65) 

판단건대, 정상적인 거래는 시세조종과 달리 보호되어야 함이 당

연하지만 반드시 ‘매매 유인 목적’을 법률상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

정해 두어야 시세조종과 정상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매매 유인 목적’의 의미가 직, 간접적인 시세조종의 동기

를 포섭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도달한 나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해졌다

면 미국 1934년 법 §10(b)66) 또는 SEC Rule 10b-567)처럼 ‘유인 목적’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4)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한

국상사판례학회, 2009, 198면. 이와 같은 입장 아래에서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매매행위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주관적 범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65) 임재연, 앞의 책, 860면 ; 남궁주현, 앞의 논문, 277면 등.

66) SEA §10(Manipulative and Deceptive Device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or of any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b) To use or employ,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register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any security not so registered, or any 

securities-based swap agreement (as defined in section 206B of the 

Gramm-Leach-Bliley Act), any 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 or contrivance in 

contravention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in the public interest or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67) SEC Rule 10b-5(Employment of Manipulative and Deceptive Devices)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or any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a) To employ any device, scheme, or artifice to 

defraud, (b) To make any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to omit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s mad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made, not misleading, or (c) To engage in 

any act, practice, or course of business which operates or would operate as a fraud 

or deceit upon any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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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으로 ‘유인 목적’을 삭제하더라도 시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매매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당시의 정황, 거래의 

합리성, 부당한 이익 추구 여부’ 기준에 비춰 시세조종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매매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을 통해 위와 같은 시세조종의 범의가 인정된다면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매매 유인 목적’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 여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규정의 관계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증권의 경우, 모집,68) 사모, 매출69)을 포함한다) 부정한 수단, 계

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

조의4 제4항도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

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제1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자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은 이를 발전시

켜 ① 구법과 달리 규제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국한

하거나 거래장소를 한국거래소 시장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발생시장

이나 사인간의 대면거래(이른바, ‘사모’를 말한다)까지 명시적으로 확

장하 고, ② 증권의 매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거래’까지 규율대상으

68) 증권의 ‘모집’이란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

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김학석 외 8명, 앞의 책, 190면. 

69) 증권의 ‘매출’이란 구주 즉, 이미 발행된 증권의 취득자에게 증권의 매도 청

약을 권유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김학석 외 8

명, 앞의 책, 190면. 구주 매출의 경우에는 신규 모집과 달리 법인에 새로운 

자금이 납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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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히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 내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 불공

정거래의 금지규정으로서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도입70)하 다는 점

에 특색이 있다.71) 

요약하건대,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를 금지하면서 ‘목적성’을 전

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범죄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 고, 

공개시장은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부정거래까지 제한하 으며, 부정거

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자의 범위도 한정하지 않고 있음(동법 

제179조)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동조와 시세조종 등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가 문

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거래금지조항을 시세조종과 같은 명시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의 보충조항으로 보는 견해72)와 양자를 별개 

조항으로 이해하고 그 경우 상상적경합의 죄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

해73)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면, 헤지 거래를 수반하는 상품 출

70) 다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개정시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

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었고 일부 견해는 “문언 중 ‘부정한’, ‘중

요사항’, ‘풍문’ 등의 의미가 불명확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성희활,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위계’의 적용

문제”, 증권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7, 78면. 그러나 헌법재판

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만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

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

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바53 등). 이러한 판단기준을 따를 때 

자본시장법 제178조 현행 조항은 해석을 통해 의미 파악이 가능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71) 김정수, 앞의 책, 1148~1149면.

72) 임재연, 앞의 책, 225면. 동 견해는 부정거래금지조항과 시세조종 등 금지조항

을 일반조항과 특별조항으로 이해한다.

73) 김학석 외 8명, 앞의 책, 225면; 안수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규

제 변화와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40호, 2010, 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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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인해 정당한 헤지인지 시세조종인지가 문제되자 한국거래소는 

‘ELW 또는 ELS 거래 등에 있어 공정시세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

드라인’을 2012. 4.경 제정, 발표하 다. 

동 가이드라인은 헤지 거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원사, 트레이더들의 헤지 거래시 준수하여야 할 제

한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 헤지 거래라 하더라도 자연스런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에 부당한 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주

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헤지 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

리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체제(compliance)74)를 

갖추어야 한다, 다. 헤지 거래의 매매수량, 매매거래시기 및 호가가격 

등은 헤지 목적에 부합하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및 시

세조종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호가제출 및 매매거래행위는 금지된다’75) 

등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매매거래를 하

으나 시세조종으로까지 단정하기는 힘든 경우, 동법 제178조 부정거

래금지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한국거래소의 

위 가이드라인은 회원사간 자율규약에 불과할 뿐 비록 법규범은 아니

지만 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하 다면 동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74) 통상 ‘준법감시인’이라고도 부른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손○○가 그와 같은 매

매거래를 하기 전 도이치증권 준법감시인의 compliance를 받았는지 불명하나 

만약 제대로 된 compliance가 사전에 가동되었다면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매

매는 도이치증권 내부적으로 용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75) 동 가이드라인 44~45면은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매매거래, 특정 시

세에 형성되는 호가를 계속적 ․ 순차적으로 제출하거나 종가 마감시간에 임박

하여 호가 제출, 헤지 거래 물량을 장중 분산, 시간외 시장 활용 등 시장충

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 제출하여 

가격결정에 향을 미치는 행위’ 등 그 금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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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매매 등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이다. 향후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부정거래금지위반 여

부에 대한 논의가 중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마무리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건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76) 그런데 사건 수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유형의 시

세조종, 부정거래의 등장이 다. 최근에는 MTS(Mobile Trading System)

를 활용하거나 증권방송 애널리스트와 결탁한 시세조종, 야간선물시

장(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의 현 ․ 선 연계 시세조종 등

이 문제되고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는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세변

동’이나 ‘매매 성황 오인’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매매 유인 목적’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은 예컨대, 시세조종 전 

주가와 시세조종 후 주가 비교 등의 지표로 비교적 쉽게 입증이 가능

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주관적 요건과 결합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종

속 변수이므로 중요한 것은 주관적 의사라 할 수 있다.

주관적 내심의 의사인 ‘매매 유인 목적’은 행위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 추단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충실한 정황을 확보

하느냐가 범죄자들의 처벌 여부에 직접 향을 미치고 있고, 이와 같

은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 

다만 ‘매매 유인 목적’ 관련하여, 법률규정상 ‘매매 유인 목적’이라

는 사전적 의미에 매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판단기준도 매매

76) 검찰 내부 통계시스템에 의할 때 검찰에서 처리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는 

2009년 205건, 2010년 235건, 2011년 244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을 포괄하는 수치이다. 



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 359

의 단계별로 유형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매 유인 목적’ 요건

의 삭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본시장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

실을 가하고,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범

죄이다. 향후 검찰은 자본시장범죄 처벌에 더욱 주력하여야 하고, 법

원은 그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  어]

현실거래, 시세조종, 매매 유인 목적, 헤지, Knock-out option 계약

[Key words]

manipulations, actual share transactions, inducing, hedge, Knock-out option

수일자:2013.5.27.심사일자:2013.6.9.게재확정일자: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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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manipulationsthroughactual

sharetransactionsandinducing

Kim, Young-Ki*

These acts of unfair trades are increasing in our capital market and 

especially the occurrences of new type of unfair trades cast attentions on 

same fields for example manipulations disguising hedge in Knock-out 

option trade etc. 

Elements of some crimes in which unfair trades result are composed 

of requirements objective and subjective, in that case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We could prove it the satisfaction of objective elements by comparing 

the share price produced by manipulations with original price. But it is 

very difficulty that we prove the satisfaction of subjective elements 

because it is inward intentions.

When intending on manipulations, the intention is represented by 

inducing transactions. Inducing transactions is usually so unrevealed that 

unless a criminal confesses his intentions, we should prove it by assembling 

indirect evidences and total circumstances.

Crimes in manipulations fields are developing without halts. In order 

to cope with its revolutions, we should make flexible applications of inducing 

meaning and establish concrete legal basis focused on specific features 

according to trading shares in each stage. Further more it is necessary to 

abolish one of several subjective requirement that is inducing through a 

future revision of law.

 * prosecutor, legal advisor of KR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