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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천신일 (430911 – 1052---), 65 세 

 직 업 ㈜세중나모여행 대표이사 

 주 거 서울 성북구 성북동 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 841 

죄 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증권거래법위반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 7762 호) 

제 207 조의 2 제 1 항, 제 188 조의 4 제 4 항 제 2 호, 제 2 항, 

제 210 조 제 5 호, 제 188 조 제 6 항, 제 210 조 제 5 의 2 호, 

제 200 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8 조 제 2 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공성국, 장인종, 이병수, 유승남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세중나모여행, 비상장 법인인 

㈜세중아이앤씨(구 ㈜세중게임박스), ㈜세중정보기술, ㈜세중컨설팅 등 4 개 

사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비상장 법인인 ㈜세성항운 등 9 개 회사의 

대주주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8. 7. 29. 서울지방국세청은 태광실업㈜(이하, 태광실업이라 한다) 계열사 및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30. 김해시 안동 

258 의 9 에 있는 태광실업 사무실과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180 에 있는 

정산개발㈜(이하, 정산개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박연차는 30 여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정산개발 대표이사 정승영과 태광실업 전무 최규성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세무조사 상황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정승영과 최규성은 서울 서초구 서초 1 동 1425 의 10 효천빌딩에 

있는 (주)세중아이앤씨 회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같은 해 8.초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박연차는 정승영, 

최규성과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나 “형님이 이번 세무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형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정승영이 피고인에게 “회장님, 한상률 청장 아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국세청장 한상률 등에게 부탁하여 박연차가 청탁한 취지대로 세무조사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최소한 검찰 고발만은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한상률 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박연차의 청탁을 

승낙하였다. 

같은 달 초순경 피고인은 환경연합 운영의 기후변화 최고위과정모임에서 

동기생인 한상률을 만나 그에게 ‘박연차는 내 동생 같은 사람이다.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세무조사의 무마를 청탁하였다. 

같은 달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쉐라톤 호텔 내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에서 박연차를 만나 그로부터 “형님 세무조사 좀 챙겨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재차 청탁을 받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때 피고인은 

박연차로부터 중국화 15 만 위안을 받았다.), 박연차에게 “알았다. 내 신경 

쓰겠다”고 말한 다음, 2008. 8. 17. 중국에서 일시 귀국(피고인은 8. 18.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하여 한상률에게 전화로 박연차와 자신과의 친분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세금은 얼마가 되어도 낼 테니 검찰에 고발만은 말아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한상률과 수십 회 

통화하면서 박연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탁을 함과 아울러,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최규성 및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과 함께 10 여회에 

걸쳐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소위 ‘대책회의’를 하였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승영과 최규성 등에게,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결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검찰에 

고발되지도 않고, 세금만 성실히 내면 되는 거지 특별히 고발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한상률 청장을 만나서 이야기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위한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 11. 25.경 박연차가 검찰에 

고발되자 정승영, 최규성에게 “아무래도 박연차 회장에 대해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어차피 구속은 피할 수 없으니, 우선 

재판 빨리 붙이고, 정몽구 회장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길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좀 조용해지면 사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2008. 12. 12. 박연차가 구속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다시 정승영, 최규성을 만나 



“이제 구속 되었으니, 우선 빨리 재판 받고, 정몽구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나중에 조용해 지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최규성, 정승영도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가. 2008. 8.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쉐라톤 호텔 내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박연차로부터 위와 같이 국세청장 한상률 등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활동 경비 명목으로 중국화 

15 만 위안(한화 약 2,5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박연차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세중게임박스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3. 9. 3. 박연차 경영의 태광실업, 태진㈜, 정산개발 명의로 각 

8 억원, 10 억원, 7 억원 등 합계 25 억원을 투자받았다.  

그 후 ㈜세중게임박스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던 중 피고인이 2007. 3.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명을 ㈜세중아이앤씨로, 법인 목적을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등으로 변경하자 태광실업에서는 계속적인 적자 및 사업목적 변경을 

이유로 ㈜세중게임박스를 청산하거나 태광실업 보유주식을 재매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7. 10.경 다시 태광실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당초 

투자한 25 억 원을 6 억 2,300 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인에게 



㈜세중게임박스를 청산하거나 태광실업 보유주식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 1.경 및 5.경 박연차에게 위 

6 억 2,300 만 원을 포기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손비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8. ~ 11.경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부탁을 받고 한상률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하였고, 2008. 12.경부터는 

박연차 등으로부터 박연차의 신속한 석방 및 사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2009. 1.경 피고인은 최규성을 통하여 박연차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세중아이앤씨에 요구한 투자정산금 6 억 2,300 만 원을 포기하는 등 향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손비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요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세중여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경부터 2003.초경까지 



세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세중여행을 코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세중여행의 계열사 ㈜세중정보기술, ㈜세중게임박스 등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 여행업종 수익성 전망의 악화 등으로 상장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직접상장이 계속 실패하는 등 ㈜세중여행의 코스닥 직접 상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2003 년 초경 ㈜세중여행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114,600 주, 박연차가 

대주주로 있는 삼광포장㈜ 대표이사 박기배와 손상옥 등 ㈜세중여행의 

임․직원 10 명 명의로 149,357 주 등 합계 263,9570 주를 소유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00,000 주의 87.9%를 소유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의 1 인 

회사였다. 

피고인이 ㈜세중여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 및 임직원 명의로 위 회사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통하여 

㈜세중여행이 우회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상장회사 주식 대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를 처분할 경우 피고인은 큰 상장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3 년 초경부터 세중여행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법인 

인수를 시도하던 중, 2003. 6. 13.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대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지 않고 있던 코스닥 상장 법인인 



㈜나모인터렉티브(경영권 인수 후 ㈜세중나모로 상호 변경)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임․직원 명의로 보유한 ㈜세중여행 주식 대부분을 자녀인 

천호전, 천세전, 천미전 등 3 인에게 물려주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그대로 두는 경우 ㈜세중여행이 향후 

상장법인인 ㈜세중나모를 통하여 우회상장에 성공하거나 직접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하거나 차명주주들로부터 피고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들로 순차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거액의 상장시세차익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상장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임․직원 보유의 

주식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되, 차명주주들로부터 피고인으로의 

실명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차명주주들이 바로 피고인의 자녀 3 인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한편,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중 일부는 계속 차명으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가. 증여세포탈 

2002. 11. 1.경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 소유 석물 2,132 점을 ㈜삼성에버랜드 



등에 총 103 억원에 매각함에 있어, 피고인 자녀들이 세중여행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석물 매각 대금 중 18 억 

1,600 만 원을 딸 천미전의 예금계좌로, 17 억 7,000 만 원을 아들 천세전의 

예금계좌로, 16 억 7,600 만 원을 아들 천호전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2003. 9. 당시 천호전은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천세전은 2002. 말 

미국 유학에서 귀국하여 2003. 1. 1.자로 ㈜세중여행에 입사하였으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천미전 또한 그 명의로 

수령하는 월급을 자신이 사용하는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천호전, 

천세전, 천미전은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기는 등 일체의 

자산 관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담당자인 손상옥으로 하여금 위 천호전, 천세전, 천미전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천미전, 천세전, 천호전의 주식이전과 관련된 각종 

세금납부 행위를 비롯한 재산권행사 등 제반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왔다.  

2003. 9. 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세중여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세중여행의 1 주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37,320 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세중여행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 주당 13,500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피고인은 ㈜세중여행 자금담당 손상옥으로 하여금 마치 김덕훈이 천호전에게 

㈜세중여행 주식 4,000 주를 주당 13,500 원씩 총 54,000,000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1 매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천호전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김덕훈의 우리은행 계좌(1002-101-712837)로 20,000,000 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해 10. 27. 같은 방법으로 34,000,000 원을 입금시키는 등 

합계 54,000,000 원을 입금시킨 다음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다시 현금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천호전이 김덕훈에게 주식매수 대금 54,000,000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주주명부에 천호전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주 11 인으로부터 천호전, 천세전, 천미전에게 총 108,400 주를 

양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천호전, 천세전, 천미전은 이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834,461,200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천미전, 천세전, 천호전이 위와 같이 ㈜세중여행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인 2006. 7. 3. ㈜세중여행과 ㈜세중나모를 20.5084:1 비율로 

합병하였고(합병 후 법인의 상호는 ㈜세중나모여행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중여행의 주주이던 천미전, 천세전, 천호전은 ㈜세중나모여행의 



합병신주를 각 820,339 주, 2,016,497 주, 1,650,010 주씩 교부받았고, 그 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102,038,387 원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2003. 9.경 자녀들인 천미전, 천세전, 천호전에게 총 

4,834,461,200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인하여 

위 주식의 가액이 5 억 또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7. 1. 3.까지 총 20,102,038,387 원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101 억 24,803,660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 억원 이상인 대주주이다. 2006. 8. 9.부터 200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2)’ 기재와 같이 196,705 주를 매도하여 

1,716,758,544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확정 신고기한인 2007. 5. 31.까지 

위 금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거래를 납세 의무자 천신일 본인이 아닌 세중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계좌내에서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 포착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71,675,850 원을 포탈하였다. 

3. 증권거래법위반 

가. 사기적 부정거래(허위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한 오해유발)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세중나모와 비상장 법인 ㈜세중여행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위 ㈜세중여행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기일로부터 2 년(1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 월마다 최초 보유주식등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음)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되도록 처분이 제한되었다. 

피고인은 ㈜세중나모여행 발행주식 총수의 9.93%에 해당하는 1,590,636 주를 

임․직원의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주식대량보유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고 

주가상승 시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주주들 몰래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합병 및 우회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차명주식 매도물량으로 인하여 시세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 제 

3 의 나항과 같이 박연차, ㈜세중아이앤씨, ㈜세성항운의 자금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주주명 

세중여행

양수후 

주식수 

유

상 

증

자 

세중항

공여행 

합병 

신주 

합병 

전 

세중

여행 

주식 

수 

합병 

전 

세중

나모 

주식

수 

세중나

모여행 

합병신

주 

합병 후 

세중나

모여행 

보유 

주식수  

합병 후 

세중나

모여행 

주식 

매도수 

합병 후 

세중나

모여행 

매수 

주식수 

현재 

보유 

주식

수  

세중나모여행주식처

분금액(만원) 

천신일 114,600  
38,2

00  
15,300  

168,1

00  

245,3

33  

3,447,47

7  

3,692,81

0  

1,107,19

8  
0  

2,585,

612  
1,254,941  

천세전 44,000  
14,8

00  
39,525  

98,32

5  

201,9

09  

2,016,49

7  

2,218,40

6  
529,266  405,496  

2,094,

636  
551,401  

천호전 34,400  
11,6

30  
34,425  

80,45

5  

175,6

40  

1,650,01

0  

1,825,65

0  
588,140  0  

1,237,

510  
643,183  

천미전 30,000  
10,0

00  
0  

40,00

0  

150,0

91  
820,339  970,430  355,171  49,693  

664,9

52  
369,167  

전경자 0  0  0  0  
147,7

74  
0  147,774  147,774  0  0  105,773  

천신일 

차명주 
40,957  

13,6

53  
22,950  

77,56

0  
0  

1,590,63

6  

1,590,63

6  
471,343  0  

1,070,

162  
434,689  

보유 

주식수 

계 

263,957  
88,2

83  
112,200  

464,4

40  

920,7

47  

9,524,95

9  

10,445,7

06  

3,198,89

2  
455,189  

7,652,

872  
3,359,154  

세성항

운 
0  0  0  0  

546,4

71  
0  546,471  546,471  352,500  

352,5

00  
388,984  

세중아

이앤씨 
0  0  0  0  0  0  0  503,612  767,612  

264,0

00  
384,760  

세중여

행 
0  0  0  0  

366,8

00  
0  0  0  0  0  

 

자기주

식 
0  0  15,300  

15,30

0  
0  313,911  680,711  309,689  0  

371,0

22   

보유주

식수 
263,957  

88,2

83  
127,500  

479,7

40  

1,834,

018  

9,838,87

0  

11,672,8

88  

4,558,66

4  

1,575,30

1  

8,640,

394  
4,132,898  



총계 

기타 36,043  
11,7

17  
0  

47,76

0  

3,507,

208  

1,028,49

1  

4,535,69

9      

발행주

식총수 
300,000  

100, 

000 
127,500  

527,5

00  

5,341,

226  

10,867,3

61  

16,208,5

87      

 

(1) 피고인은 2003. 9.경 ㈜세중여행 주식을 본인 명의로 114,600 주, 조권형 등 

세중 임직원 명의로 149,357 주를 소유하는 등 합계 263,957 주를 소유하였고, 

2003. 9. 24. ~ 같은 달 29.경 천미전, 천세전, 천호전에게 위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중 108,400 주를 불법 증여하여 155,557 주로 보유주식이 감소하였고, 

2003. 12. 26. 유상증자를 통하여 차명주식 13,653 주를 새로 취득하는 등 위 

표와 같이 2006. 3.경에는 ㈜세중여행의 총발행주식 527,500 주 중 피고인 본인 

명의로 168,100 주, 차명으로 77,560 주 등 합계 245,660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3.경 ㈜세중나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기일을 2006. 7. 1. 합병비율을 1 : 20.5084947 로 ㈜세중나모가 ㈜세중여행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한 후, 2006. 4. 4.자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병신고서 중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란에 「합병전후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변동현황」을 기재함에 있어 조권형 등 임직원 23 명 명의의 차명주식 

1,590,636 주(전체 주식 지분 중 9.93%)를 누락하고, 자신의 실명 주식 



3,692,810 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3. 합병전 ㈜세중나모 주식 245,333 주와 ㈜세중여행 주식 

245,660 주를 소유하여 합병 후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2006. 7. 25. 시점에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피고인 본인 명의로 3,692,810 주, 임․직원의 차명으로 

1,590,636 주(이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9.93%임)를 각각 소유하는 등 합계 5,283,446 주를 보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자 ‘최대주주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주식 보유분을 누락하여 실명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2006. 8. 8.자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주식 보유분을 누락하여 실명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3) 한편 ㈜세중나모 주식의 주가는 합병 한 달 전인 2006. 3. 7. 주당 

3,010 원에서 3. 24. 3,480 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때부터 연일 상승하여 합병 

발표일인 4. 3.에는 5,410 원이 되었고, 합병 발표 후 8 거래일만인 4. 12.에는 

9,900 원에 이르는 등 불과 한 달만에 3,010 원에서 9,900 원으로 328.9% 

급등하였으며, 그 후에도 상승을 계속하여 4. 28. 주당 16,000 원(3. 7.에 비해 

531.5% 급등)에 이르렀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8. 8. 종가는 

10,900 원이었다.  



(4) 피고인은 2006. 8. 9. 조권형, 한덕호, 손상옥, 윤양규 등 명의 차명주식 총 

9,123 주 100,941,650 억 원 상당을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3 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471,343 주, 43 억 46,888,285 원 상당을 매각하여 40 억 72,805,557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중나모여행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차명주식 

보유사실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나.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세중나모와 비상장 

법인인 ㈜세중여행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위 ㈜세중여행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합병신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고 주가가 높을 때 일반주주들 몰래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15.경 피고인이 개최한 음악회에서 100 억원 상당의 

세중나모여행 주식 1,105,000 주를 기부하기로 발표하였는 바,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분 만큼 추가로 주식을 출연하여야 하는 부담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박연차와 

계열사인 ㈜세중아이앤씨, ㈜세성항운 등으로 하여금 (주)세중나모여행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및 종가관여 등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8.말경 박연차에게 “㈜세중나모여행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박연차는 최규성에게 약 10 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여 최규성은 같은 해 9. 1. 32,985 주, 같은 달 4. 9,015 주, 같은 달 6. 

19,500 주 등 3 일 거래일 동안 총 61,500 주 시가 합계 8 억 28,067,790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최규성에게 전화하여 주가가 오를 수 있도록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달라고 하여 최규성은 2006. 9. 7. 14:38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신영증권 김해지점에서 동 지점에 개설된 박연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각 40 원이 높은 주당 9,640 원에 3,000 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4 호가인 9,640 원까지 쌓여 있던 

매도주문량 580 주를 매수함으로써 동 주식의 시세를 9,600 원에서 

9,640 원까지 40 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당일 모두 

5 회에 걸쳐 4,000 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조종 주문하고, 

같은 날 14:59 경 예상체결가격 9,590 원 보다 260 원이 높은 9,850 원에 

10,000 주에 대하여 종가 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9,850 원에 종가가 

결정되는데 관여하는 등 시세조종 매수주문(호가관여율 8.50%)을 

제출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세중나모여행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세중아이앤씨의 안성익 이사에게 

세중아이앤씨의 자금으로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안성익은 2006. 10. 9. 14:47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삼성증권 

도곡지점에서 동 지점에 개설된 (주)세중아이앤씨 명의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각 50 원이 높은 주당 8,090 원에 100 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동 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동 주식의 시세를 8,040 원에서 

8,090 원까지 50 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6. 10. 9.부터 같은 달 26.까지 고가매수 주문 105 회, 종가관여 매수 주문 



33 회 등 총 138 회에 걸쳐 147,599 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매수주문(호가관여율 

8.82%)을 제출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세중나모여행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세중아이앤씨 안성익 이사에게 ㈜세중아이앤씨 

및 ㈜세성항운 등 관계사의 자금으로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안성익은 2008. 7. 3. 11:24 경 서울 서초구 효천빌딩에 있는 (주)세중아이앤씨 

사무실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굿모닝신한증권 연희동지점에 

개설된 (주)세중아이앤씨 명의로 계좌를 통해 직전가 대비 30 원, 상대호가 

대비 35 원이 높은 주당 4,285 원에 10,000 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동 주식의 시세를 4,255 원에서 4,285 원까지 30 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0 기재와 같이 

(주)세중아이앤씨, (주)세성항운, 천세전, 천미전 명의의 5 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413 회, 허수매수 주문 24 회, 종가관여 매수 주문 35 회, 

주가하락 방어 매수 주문 544 회 등 총 1,016 회에 걸쳐 817,026 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매수주문(호가관여율 6.93%)을 제출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세중나모여행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금융위원회 등’이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7. 6.자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조권형 등 임직원 23 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1,590,636 주(전체 주식 지분 중 9.93%)의 기재를 

누락하고, 자신의 실명 주식 3,692,810 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거나 그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라. 소유주식상황보고 의무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8.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의 

㈜중나모여행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면서 피고인이 조권형 등 임직원 23 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1,590,636 주(전체 주식 지분 중 9.93%)의 

기재를 누락하고, 자신의 실명 주식 3,692,810 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명주식 중 2006. 8. 9. 137 주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9.까지 차명보유주식 471,343 주를 매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상황변동보고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6. 

8. 10.부터 2008. 4. 10.까지 총 19 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거나 소유주식의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