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규제와 법적책임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

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

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

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

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

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

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등”)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

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

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

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

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

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

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

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

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



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판결에서 언급된 중요정보 사례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추정결산실적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자본금이 약 101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

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 자기주식 취득 정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 무상증자 정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835 판결) 

- M&A 성사 정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653 판결) 

- 회사 사이의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무상감자 정보(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716 판결) 

- 자본금 약 35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509 판결)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

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정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265 판

결)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도9769 판결)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노322 판결) 

- 우회상장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노18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5398 판결) 

 

 


