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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2(일부), 1162(일부,병합), 1260(병합), 2245(일부,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박00 (63년생, 남),  (주)00000 부사장

   주거  인천 

2. 이00 (71년생, 남),  (주)00000 부장

   주거  고양시 

3. 이** (54년생, 남),  *****전략본부장

   주거  서울 

4. 이## (45년생, 남),  △△△(주) 대표이사

   주거  서울 

5. 노00 (63년생, 남),  △△△ 제분부문장

   주거  서울 

6. 구00 (77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 

검       사 정희도(기소), 강수희, 정희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호봉, 김은경(피고인 박00을 위하여)

변호사 강경필, 김병기(피고인 박00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윤현준(피고인 이00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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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피고인 이**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세한, 담당변호사 양경희, 오경록(피고인 이**을 위

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피고인 이##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광암, 양사연, 김미란(피고인 

노00을 위하여)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최수진(피고인 구00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인 박00

   피고인 박00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을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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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으로부터 422,289,7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명주식 403,010주의 보유 및 매도 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른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2010. 4. 29. △△△ 자사주 300만주 처분과 관련한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0. 9.경 주식 300만주 대여에 

따른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노00

   피고인 노00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노0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경 주식 300만주 대여에 따른 대

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

죄.

6. 피고인 구00

   피고인 구00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구00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92, 1162(피고인 이**, 박00, 이00 등의 △△△ 주식 1차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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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등의 신분 등

   피고인 이**은 2005. 3. 3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7. 3. 30.경부터 2014. 3. 29.경까지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함) 각자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과 00제분주

식회사(이하 ‘00제분’이라고 함.)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1)한 사람이고, 피

고인 박00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00000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이

00은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00000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이미 

분리되어 판결이 선고된 공동피고인 정00(2015. 5. 28. 판결 선고)은 2005. 5.경부터 

2008. 3.경까지 00000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2008. 12.경부터 2014. 3.경까지 △

△△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00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는 2008. 12. 5. ◉◉제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후 △△△의 최대주

주인 00제분(00제분 최대 주주는 49.25%를 보유한 피고인 이##임.)은 △△△ 지분 

49.35%(발행주식 총수 62,680,246주)를, △△△ 그룹2)을 사실상 지배하는 피고인 이##

은 △△△ 주식 534만주 가량을, △△△은 자사주 약 1,065만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이**은 정00과 피고인 박00, 이00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합병 이후 과

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고 

함)”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 주식의 일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 매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이**과 정00, 그리고 피고인 박00, 이00은 블록딜을 용이하게 하기 

1) △△△과 00제분의 통합경영으로 △△△의 대표이사가 동안원과 00제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
2) 거래소 상장사인 △△△과 비상장사 20여개(00제분, ◉◉탱크터미널, ◉◉에너지 등)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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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과 00제분이 보유한 △△△ 주식과 자금을 이용하여 △△△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2. 범죄행위

  가. 공모관계

   피고인 이**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박00, 이00은 2010. 4. 초순경 주식거래 관련 

일을 하는 김◉◉(이미 분리되어 2015. 5. 14. 판결이 선고됨)에게 △△△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줄 것(이하 ‘시세조종’이라고 함)을 의뢰하였고, 또한 피고인 

이**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00은 2010. 4.경 2회에 걸쳐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15억원

을 피고인 박00에게 지급하였으며, 한편 김◉◉은 시세조종 실행을 담당할 오◉◉, 전◉◉, 

김▲▲ 등에게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 박00, 이00은 정00, 김◉◉, 오◉◉, 전◉◉, 김▲▲ 등과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

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00, 이00은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박00, 이00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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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박00, 이00 가장․통정매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152,7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이**, 박00, 이00은 정00, 김◉◉, 오◉◉, 전◉◉, 김▲▲ 등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 주식 50만주와 

00제분 및 △△△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 가장․통정매매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569회(798,91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00, 이00은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별지 

“박00, 이00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별지 “박00, 이00 고가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306,12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박00, 이00 물량소진 주문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04회(304,61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박00, 이00 허수매수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208,24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박00, 

이00 시가․종가관여 주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184,140주)에 걸쳐 시가․종

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448회(1,003,110주)에 걸쳐 직접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이**, 박00, 이00은 정00, 김◉◉, 오◉◉, 전◉◉, 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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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 주식 50만주와 

00제분 및 △△△ 자금 52억원 등을 이용하여 별지 “시세조종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5,304,299주를 매수하고 

5,651,81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 고가매수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359회(535,550주)에 걸쳐 고가매수를, 별지 “△△△ 물량소진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회(715,300주)에 걸쳐 물량소진 매매를, 별지 “△△△ 허수매수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552,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

△△ 시가․종가관여 주문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378,150주)에 걸쳐 

시가․종가관여 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총 1,807회(2,979,910주)에 걸쳐 시세조종 매

매를 하였다.  

[2015고단1260(피고인 이##, 이**, 노00, 박00, 이00 등의 △△△ 주식 2차 시세

조종 등)]
Ⅰ. 기초사실

   피고인 이##은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

△ 및 00제분3) 등이 속한 소위 ‘△△△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곳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노00은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과 00제분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박00, 이00, 정

00, 김◉◉ 등이 주축이 되어 △△△ 주식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바가 있

었다. 

3) 피고인 이##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의 최대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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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

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7.경 자신이 보유한 △△△ 주식 약 534만주가 보호예수 해

제되자 그 주식에 대한 블록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와 함께 피고인의 누

나인 이◆◆ 및 매형인 임◆◆가 각 보유하고 있는 00제분 주식 중 피고인의 차명주식을 

△△△ 주식으로 교환한 후 주가가 상승하는 틈을 타서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노00에게 지시하여, 2009. 12. 30.경 이◆◆ 명의 00

제분 주식 7,148주와 임◆◆ 명의 00제분 주식 22,278주를 △△△ 계열사인 00물산 주

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합계 총 673,193주와 교환하게 하였는데, 그 중 

403,010주(주당 3,215원, 합계 금 1,295,677,150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피고인

의 차명주식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 주식 403,010주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동피고인 노00, 이**에게 지시하여, 2010. 5. 10.부터 2010. 5. 

14.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 전부를 합계 금 1,488,235,1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5. 10.(결제일은 5. 12.)부터 2010. 5. 14.(결제일

은 5. 18.)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안
  
 치

  
 용

시
크
릿
오
브
코
리
아



- 9 -

5일까지인 2010. 5. 19.부터 2010. 5. 26.까지4)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를 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노00의 공동범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010년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7. 00000의 00캐피탈 주식회

사(이하 ‘00캐피탈’ 이라고 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00제분이 보

유하고 있던 △△△ 주식 100만주를 00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

이 1% 이상 변동되는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00제분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14.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2011년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1. 공동피고인 박00에게 00제분이 보유하고 있

는 △△△ 주식 1,481,680주를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00제분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

무일인 2011. 7. 28.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4) 토요일인 5. 15.과 일요일인 5. 16. 및 석가탄신일인 5. 2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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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3.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 각자대표로서 00제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위 피고인

은, 2010. 9. 13. △△△ 자사주 300만주를 매입한 000펀드가 그와 같이 매입한 △△△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피고인 박

00로 하여금 000펀드로부터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할 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00

제분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300만주를 박00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

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00제분의 보유주식에 관

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2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과정

   피고인 이**, 박00, 이00과 정00 등은 △△△ 주식에 대한 1차 시세조종을 벌이던 

중 김◉◉을 통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 자사주 

300만주 등 △△△ 주식 합계 600만주가 2010. 11. 초순경 반대매매에 들어가면서 주

가가 폭락하여 결국 주가부양에 실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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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뜻하지 않게 매도되어 버린 △△△ 자사주 30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 자사주 약 765만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미국계 기관투자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 계열사를 동원하여 시세조종 매매를 하는 방법

으로 또 다시 △△△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이##, 이**, 노00은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2. 22.경

까지 △△△ 주식 시세조종 자금 지원 명목으로 00제분 소유 자금 100억원을 △△△ 

계열사인 주식회사 ◉◉푸드, ◆◆◆◆◆ 주식회사, 00물산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에 50억원, ◉◉푸드에 30억원, 00물산에 20억원). 

  나.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과 피고인 박00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00은 2011. 1. 10.부터 2011. 2. 22.

까지 직접 혹은 위 3개 계열사 직원들을 시켜 위 계열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 주식 

2,613,61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 종목 혐의자 전체 매수주문 현황” 기재와 같

이 총 449회(1,267,620)에 걸쳐 고가매수를, 총 80회(105,63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총 

63회(1,039,300주)에 걸쳐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92회(2,412,550주)에 걸쳐 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 주가를 3,375원에서 

4,35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총 422,289,73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5(피고인 이**, 구00 등의 △△△ 주식 3차 시세조종)]

1. 기초사실 

   △△△의 대주주인 00제분은 △△△ 자사주 6,617,674주를 유한회사 ◒◒에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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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그 매각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4. 15. 무렵에는 금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에 지급하고 위 △△△ 자사주를 재매입해야 하였는데, 위 자사주를 다

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이**은 2011. 10. 초경 박◒◒(공동피고인으로서 분리되어 심리 계

속 중임.)에게 위 △△△ 자사주 6,617,674주 및 ◒◒기업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

원)에 매각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

뢰하였고, 이에 박◒◒은 시세조종 세력에게 ‘△△△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

종 후 △△△ 주식 인수’를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박◒◒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구00에게 ‘◒◒에서 보유하고 있는 △△△ 

자사주 6,617,674주 및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구00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① △△△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량 중 △△△의 대주주, 우호세력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 현황(이하 ’△△△ 측 보유물량‘이라고 함)을 알려주고 ② △△△에서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③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 

측 보유물량을 절대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은 피고인 이**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여 피고인 이**은 이를 승인

하였고, 이후 박◒◒과 피고인 구00은 ‘① 구00은 ◒◒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

식 및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등 △△△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인수하고, ② △△△에서는 구00의 △△△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
  
 치

  
 용

시
크
릿
오
브
코
리
아



- 13 -

는 △△△ 측 보유 물량의 매도를 금지하고, 구00에게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후급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묵시적으로 공모

하였다.  

   한편 피고인 구00은 △△△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해 ◒◒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등을 인수하고 계속하여 주가를 10,000원

까지 상승시킨 후 주당 8,000원에 장외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의

욕하고서, 2011. 10. 중순경 사채업자 최◒◒에게 ‘△△△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면 △△△에서 인수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주

가가 4,500원이 넘으면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인수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제안하

였고, 최◒◒은 그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구00은 시세조종을 진행하던 2011. 10. 말경 박▣▣에게 △△△ 주가

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차익 분배를 제안하였고, 이에 박▣▣이 이를 수락한 후 공

동피고인 이▣▣(분리되어 심리 계속 중임.)에게 ‘△△△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

하고 있으니 ▣▣에셋에서 관리하는 기관투자자 명의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 주

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제안하기에 이르러,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구00과 공동피고인 이▣▣, 그리고 박▣▣은 상호 공모하여,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3차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499회, 물량소진 주문 649회, 시․종가관여 주문 86회, 허수매수 주문 

15회 등 총 1,64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 주가를 2,655원(2011. 

10. 17.자 종가)에서 5,300원(2012. 1. 20.자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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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642회에 걸쳐 △△△ 주식에 대한 시세조

종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보유자는 00제분주식회사이므로 그 보고의무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00제분주식회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같은 구법인바, 자

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한다.)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역시 그러한 보

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00제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

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다시 이 건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의 

대여계약에 따른 보유변동의 경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는 ‘법 제147조 제4항에서 "주요계약내

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2.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라 변

동된 주식의 양이 총발행주식양의 1%를 초과하는 이상, 비록 주식에 대한 보유권이 종

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 대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로 말미암아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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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 등에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

추어 볼 때, 총발행주식양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의 대여 역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중

용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또 시세조종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은 다른 공

범들의 주식시세 조종 실행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시세조종행위 : 각 시세조종 차수별로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행위를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 피고인 이##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피고인 이##, 이**, 노00의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 각 구 자본시장

법(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7번에 대하여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

147조 제4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에 따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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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박00, 이경규, 이**, 이##, 노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이##, 노00, 구00)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구00)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박00, 이00, 이**, 이##, 노00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

년~4년

  2. 피고인 구00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모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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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함 업무의 성격과 내용, 이 건 각 범행에 가담

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얻은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 노00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므

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이##

  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으로 인한 부정거래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

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노00에게 지시하여, 2009. 12. 30.경 이◆◆ 명의 00제분 주식 

7,148주와 임◆◆ 명의 00제분 주식 22,278주를 △△△ 계열사인 00물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합계 총 673,193주와 교환하게 하였는데, 그 중 403,010주

(주당 3,215원, 합계 금 1,295,677,150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차명주

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주식 403,01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2010. 1.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마

치 위 주식이 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것처럼 공시하고, 2010. 2. 1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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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제

출하면서 위 차명 주식 403,010주를 산입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 본인 명의로 된 

5,341,571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하는 등 계속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 

주식 403,010주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동피고인 노00, 이**에

게 지시하여, 2010. 5. 10.부터 2010. 5. 14.까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403,010주 전부를 합

계 금 1,488,235,1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후에도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

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자본시장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해 법인

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식

의 수는 403,010주로서 총발행주식수인 62,689,246주의 1%의 양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그 주식의 보유나 보유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동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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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하거나 그 밖에 주식 거래시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4. 29. △△△ 자사주 300만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

   피고인들은 △△△ 자사주 등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치 기관투자자들

이 △△△의 안정성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거액의 현

금유동성을 확보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 같은 외양을 갖출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26.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주식 300만주를 처

분한다’는 내용으로 공시한 후 2010. 4. 28. 기관투자자인 군인공제회가 100% 투자하

고 유진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000펀드(이하‘000펀드’라고 함)와의 사이에 ‘000

펀드가 △△△ 자기주식 300만주를 금 111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0. 4. 29. 위 계약에 따라 △△△ 자사주 300만주를 블록

딜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 자사주 300만주를 매각하면

서, 00제분이 000펀드에 매매대금 대비 매년 연 9.5%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000펀드가 

위 주식을 2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00제분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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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으로 이면약정을 함께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이면약정은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000

펀드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에 의해 대여금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 주식을 매

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위 000펀드가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

수하면서 △△△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

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하였다.  

   (2) 2011. 4. 15. △△△ 자사주 6,617,674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  

   피고인들은 2011. 1. 14. ‘△△△ 자사주 7,652,674주를 2011. 1. 17.부터 2011. 4. 16.

까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 자

사주 7,652,674주에 대한 블록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11. 2. 18.부터 2011. 3. 

25.까지 그 중 1,035,000주에 대하여만 블록딜을 성사시켰고 나머지 6,617,674주는 블록

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결국 ‘자사주 매각실패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자사주 매각실패’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마치 위 자사주 

7,652,674주 전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2011. 

4. 15. 유한회사 ◒◒(이하 ‘◒◒’라고 함)와의 사이에 ‘◒◒가 △△△ 자사주 6,617,674

주를 금 23,959,979,880원(1주당 3,620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면서, 00제분이 ◒◒에 그 매매대금 대비 연 9%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가 위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00제분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며 매매

대금 중 100억원에 대하여는 00제분이 ◒◒가 지정한 □□캐피탈에 그 액수 상당을 

예금한 후 □□캐피탈에서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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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을 ◒◒에 매도한 후 2011. 4. 20. ‘△△△ 자

사주 7,652,674주를 2011. 2. 18.부터 2011. 4. 15.까지 금 27,729,664,8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공시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

면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
◒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에 의해 대여금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 주식을 매

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위 ◒◒가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

하면서 △△△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

시에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각 주식매수 기업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

고 주식을 재매입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사용하

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 그와 같은 풋백옵션이 내용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블록딜 과정에서 이른바 원금보장이나 손

실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블록딜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로서도 보통 풋백옵션이 있음을 예상하고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풋백

옵션으로 사용한  내용이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상당 정도의 이익을 약속하기

는 하였으나,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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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아니한 것이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부지 또는 착오상태에 빠뜨리는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풋백옵션에서 상대방에게 보장한 이익

의 내용이 중대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알아

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

인들이 이 사건 블록딜 상대 기업들에게 연 9% 혹은 연 9.5%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 거래계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손

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의 약속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의 약속이어서 이를 일반

에 공시하여야 할 정도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에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우선 피고인 이##에 대하여 2010. 4. 29.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되, 2011. 4. 15.자 부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위 2010. 4. 29.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

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2011. 4. 15.

자 부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이##, 노00의 주식 300만주 대여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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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소사실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2010. 9. 13. △△△ 자사주 300만

주를 매입한 000펀드가 그와 같이 매입한 △△△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주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피고인 박00로 하여금 000펀드로부터 그 주

식을 인수하게 할 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00제분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300만주를 박00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대여계약을 체

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00제분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9. 2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이 단독으로 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이##, 노00이 사전

에 위와 같은 주식의 변동 상황을 알고서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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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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